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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자의 회화는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과 재난 사진의 수용과 관련
한 문제를 다룬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작품들 중, 첫 번째 단계
의 그림들은 재난 현실로부터의 단절과 분리를 표현하며, 두 번째 단계
의 그림들은 멀어진 거리를 회복하고 재난 현실의 구체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시도를 표현한다. 이 글에서는 재난을 매개하는 미디어와 재난 사진
을 소통의 한계와 가능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어 재난을 다
루는 회화를 의미를 발생시키는 ‘빈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는 연
구자의 작품을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한 언어를 제공해줄 것이며, 앞
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사진과 회화
의 윤리적·정치적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부분적인 단서가 되어줄 것이다.
재난의 현실을 전달하는 매스 미디어는 사실을 불충분하게 전달하거
나 왜곡하는 한계를 갖는다. 때문에, 정보의 수용자인 현대인은 현실로부
터 단절과 분리를 겪으며 ‘구경꾼’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미디어 테크
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다변화는 참여의 의지를 요구하면서 재
난 매개를 통한 소통의 가능성을 높인다. 소통은 미디어의 본래적 기능으
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다.
재난 사진의 수용에서, 단절과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사진 논의와
참여와 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논의는 동시에 고찰되어야 한다. 후자의 맥
락에서 아줄레이는 재난 사진을 하나의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사진의
시민 계약’에 의한 행위로서 해석한다. 능동적 참여에 의해 재난 사진은
재난을 가시화하고 긴급 사태를 선언하는 ‘재앙의 진술’로서 이루어지는
데, 이는 연민에 의해 추동된다. 연민은 ‘우리’, 혹은 ‘이웃-타자’의 경계
를 확장하면서, 타인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
는 관계 맺기의 정서이다.
이러한 사진 행위에서, 사진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으며, 열려 있고 비
i

어 있다. 의미의 ‘빈 공간’은 클로드 르포르가 말한 민주적 권력의 존재
형태인 ‘빈 공간’을 닮아 있다. ‘빈 공간’은 사진 읽기를 끊임 없이 갱신
하면서 수신과 발신이 계속하여 이어지도록 한다.
한편,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의 재현불가능성은 이미지의 힘과 재현 체
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재난을 근원적으로 내포하는 문명 자체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다. 재현불가능성의 주장은 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재난의 이미지를 거부하면서 재난을 비가시화하
고 신화화한다. 이와 반대로,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진실의 결함적 자
취’인 이미지의 힘을 긍정한다. 그는 이미지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며 상
상하기라고 말한다.
사진이 재난의 현장에 가까이 있다면, 회화는 대개의 경우 사후적으로
일어난다. 먼저, 뤽 투이만은 사진적 이미지들을 의심하며 사진과 회화의
의미를 구축하는 틀을 해체한다. 마를렌 뒤마는 직관적이고 우연적인 방
식으로 이미지로부터 받은 인상과 감정을 표현한다. 투이만과 뒤마는 의
미의 ‘빈 공간’을 확보하고 관람자에게 의미의 권한을 넘기면서 그들을
현실로 연결시킨다.
연구자는 재난의 발생과 재현에 이중으로 관여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는 역설적으로 이미지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의미의 ‘빈 공간’은 재난을 다루는 회화적 실천의 방법론으로 역할하
는데, 연구자의 작업에서 의미의 ‘빈 공간’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 나타
난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구경꾼’과 ‘관찰자’의 대립적
인 태도 사이를 오가면서 넓혀진 공간에 의해 확보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재난의 현실을 전달하는 구체적 형상이 사라지고, 시각과 촉감의 공감
각에 의한 감촉성의 이미지로 대체되면서 확보된다.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의 정서는 재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내면에 들러붙는다. 첫 번째 단계에서 ‘레이어-콜라주’의 구조 내에 잠재
되었던 이러한 감정들은 두 번째 단계인 붉은 그림들의 계기가 된다. 두
단계의 그림들은 대조적이지만 재난의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실은
ii

이 두 가지 차원에 의해 좀더 균형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재난 사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재난 사진 이
미지에 내재된 소통과 참여의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와 작업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주 요어 : 재난과 재난 사 진 , 매 개 , 거 리 , 빈 공 간, 레 이 어 -콜 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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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재난 사진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즈음
이었다. 이라크 전쟁 사진들은 뉴스 보도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 계속해
서 유통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사진들은 대개 사진들 각각
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그리고 각각을 구분하는 시간, 장소, 출처 등
과 무관하게 세로로 죽 배열되어 게시되었다. 전쟁 사진들 중 대다수는
민간의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다. 폐허가 된 마을, 불타는 건물, 다
치거나 죽은 사람들, 가족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사람들, 시신들. 모니
터 상에 떠오르는 비극적인 이미지들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 일은 점차 묘
한 불쾌감을 주었다. 재난 사진을 그리는 것은 바로 이 불쾌감에 대한 의
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재난을 그리는 것’과 ‘재난 사진을 그리는 것’을 구분하는 데
에는 거리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재난은 그것과 연구
자 사이에 놓여진 시공간의 거리에 의해, 간접적으로 경험될 수 밖에 없
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가 경험하는 재난은 대부분이 사진의 형태로 매개
되는 것이며, 재난 사진 또한 미디어로 전달됨으로써 최소 두 종류 이상
의 체계를 거쳐 걸러진 것이다. 때문에 재난의 당사자들이 겪는 현실과 연
구자의 ‘보기’를 통해 경험되는 재난 사이에는 축소될 수 없는 거리가 놓
여 있다. 그러나 재난과 재난 사진, 그리고 재난을 간접 경험하는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접근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
한 고찰이 본문의 Ⅱ장과 Ⅲ장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1

무엇보다, 재난과 재난 사진 사이의 거리는 재난과 재난을 간접 경험
하는 사람 사이의 전체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사진과 미디어에 대한 가
치 판단이 관여하는 이 거리는 한계와 신뢰,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동시
에 함축한다.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한계와 불가능성, 신뢰와 가능성의
두 가지 대조적인 해석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전자는 첫 번째 단
계의 그림들에서, 후자는 두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 각각의 전제가 된다.

연구자의 작업은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의 수용에 대한 회화적 연구
라고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의 사진 매개와 재난 사진의 미
디어 매개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관심에서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재난의 사진 매개와 관련하여, 재난이 보도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사진에
의해 포착되고 전달될 때 그것이 재난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지, 혹은 불가능할지와 같은 의문이 제기
된다. 두 번째로, 재난 사진의 미디어 매개와 관련하여, 재난을 주로 사진
이미지의 형태로 매개하는 미디어가 재난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
하며, 이는 재난 사진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결론적으로는
재난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재난’과 ‘재난 사진’을 서로 분리하여 논의하기는 힘
들다. 재난 사진에 대한 고민은 이미 재난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시각 이미지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재난 사진이라
는 이미지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재난
과 재난 사진을 ‘함께’ 고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과 경험
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시각 예술가로서의 관심에서
부터 출발한다.
연구자는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들과 연계된 논의들
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특히 사진
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에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가 작업의 주제와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연구자의 작업은
2

‘재난 사진 보기’를 ‘소비’의 맥락으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참여’의
맥락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사진과 미디어론을 살펴보고, 재난의 재현과 관련한 예술적 논의
및 방법론을 회화의 사례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우선, 논문에서 다룰 작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단계로 분류된다.
첫 번째 단계는 <희생자> 시리즈1(2009~2016), <Parts> 시리즈2(20092014), <애도에의 애도>(2012), <시체들>(2014-2016)이며, 두 번째 단계
는 그 이후에 제작한 붉은 그림들(2016)3이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가 재난 사진을 수용하는 태도는 서로 다르다. 연구자
는 이 태도 변화를 미디어와 사진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각 단계에 따른 논의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
품의 구체적 분석을 진행하며, 의의와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재난의 간접 경험과 관련하여 재난과 재난 사진
을 전달하는 미디어에 대해 검토한다. 먼저, 매스 미디어의 한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매스 미디어가 재난 현실과 재난을 간접 경험하는 사람 사이
1

<희생자> 시리즈는 다음을 포함한다. <희생자-Body Wrapped>(2009), <희생자-

Descent>(2009-2016), <천에 싸인 죽은 아이, 분홍과 빨강>(2010), <희생자>(2010-2011), <
희생자-Lamentation> (2011-2014), <희생자-Pieta> (2013-2015).
2

<Parts> 시리즈는 다음을 포함한다. <피 흘리는>(2009), <눈물 흘리는>(2011-2012), <애

도하는>(2012), <Parts>(2013-2014).
붉은 그림들은 다음을 포함하며 모두 2016년에 제작되었다. <255>, <340>, <365>, <510>,
<600>, <850>, <1,100>, <1,360>, <1,785>, <1,800>, <1,870>, <1,920>, <2,000>.
3

3

에 일으키는 단절과 분리를 기 드보르(Guy Debord)의 ‘스펙터클
(spectacle)’과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
(simulation)’의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미디어와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
미지의 한계, 대중의 한계, 나아가 소통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매스 미디어
의 한계에 의한 소통의 불가능성을 ‘구경꾼’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을 ‘관찰자’라는 용어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뒤이어, 재난 현실의 소통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사적 채널의 활
성화를 포함한 미디어의 다변화를 다룬다. 미디어의 다변화는 다양한 정
보 생산과 접근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재난 현실의 소통을 가능케하
는 계기가 된다.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재난 사진이 연구
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때의 경험은
재난과 재난 사진, 그리고 연구자 사이에 놓인 거리를 재고하도록 했는
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거리가 어디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암시하는 한
계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했다. 이러한 의심은 이
전과는 확연히 다른-혹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진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고, 미디어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두 가지 모두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공존을 위한 도구로서의 미디어와 미디
어 연구를 주장하는 로저 실버스톤(Roger Silverstone)의 논의를 통해,
미디어의 윤리적·정치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재난이 매개되는 수단이자 연구자의 주된 작업
자료인 재난 사진을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구체적으
로, 재난 이미지의 수동적인 소비와 능동적인 소통의 양상을 좀더 세밀하
게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사진을 현실의 단절로 파악하는 담론에 기초
하여, 재난 사진이 재난의 현실을 오히려 왜곡한다는 주장을 살펴볼 것이
다. 여기서 재난 사진은 ‘무력한 이미지’로서 제시되며, 이에 따라 재난
사진을 보는 행위는 앞서 언급된 ‘구경꾼’의 한계를 지닌다. 사진을 통한
4

재난의 간접 경험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매체 자체에 대한 의심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반면, 아리엘라 아줄레이(Ariella Azoulay)와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Georges Didi-Huberman), 그리고 수지 린필드(Susie Linfield)는 사
진을 단순히 이미지의 생산이 아니라 행위의 집합으로서 바라봄으로써,
수동적인 ‘소비’보다는 능동적인 ‘실천'으로서 해석한다. 연구자는 특히
아줄레이의 사진 논의가 지니는 윤리적·정치적 가능성에 주목한다. 아줄
레이는 『사진의 시민 계약 (The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
(2008)에서 카메라, 촬영자, 촬영의 대상, 그리고 관찰자의 만남으로 인
한 예기치 못한 효과로 사진을 이해한다.4 사진 참여자들은 사진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암묵적인 계약으로 맺어진 “사진의 시민들”5이며, 이
들이 형성하는 일시적인 공동체는 국민 국가의 물리적 경계와 한계를 뛰
어넘는다.6 여기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사진의 시민으
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그 의무란 사진 속에 찍힌 이들을 제대로 ‘바
라보고’,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재발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바라보기'와 재발신 속에서 사진의 의미는 획일적으
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진의 의미 공간은 사진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많은 ‘관찰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기다리는
열린 공간이다. 연구자는 이를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가 말한
‘빈 공간(empty space)’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민
주주의의 정치성을 분석하는 르포르의 논의에서, 권력의 ‘빈 공간’은 소
유되지 않는 권력의 자리를 의미한다.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되
지 않는 사진의 의미 공간이 지니는 사진의 윤리적·정치적 가능성을 ‘빈

4 Ariella Azoulay,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 Trans. Rela Mazali and Ruvik Danieli, New
York: Zone Books, 2008, p.23.
5

Ibid., p.97.

6

Ibid.,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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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관련된 논의를 Ⅳ장의 회화
의 사례에도 적용하여 고찰해 볼 것이다.
재난을 매개하는 사진과 미디어에 대한 고찰은 재난의 현실과 관련한
이 둘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탐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구자는 후
자에 좀더 비중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를 ‘바라보기’로 전환시키는 의지와 감정의 발현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또한 사진 행위와 관련한 기억에 대해 살펴보고, 바라보려는 의지와 기억
하려는 의지는 윤리적 차원에서 ‘연민’이라는 같은 감정의 원천을 지님을
확인하고자 한다.

Ⅵ장에서는 우선, 재난의 재현을 둘러싼 재현불가능성의 논쟁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재현불가능성의 논리에 의해, 재난 재현
의 윤리적 가능성이 원천봉쇄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타자
의 비가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재현을 통해 재난의 당사자를 대신
하여 말함으로써, 특히 시민의 권리가 부재하는 대부분의 분쟁 지역에서
말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재난의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
다. 둘째, 재난의 비가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재난의 재현은 재난
을 구체화하고 해석을 허용함으로써, 성찰과 개입의 계기를 마련한다. 무
엇보다도, 재난을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 안에 이미 본질적으로 내재된
차별적 구조로서 이해할 때, 재난의 재현은 일상을 지탱하는 불투명한 시
스템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재현을 ‘통해서도’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재난의 기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
현불가능성의 논쟁에서 비재현의 예술적 표현과 재현의 예술적 표현을 상
호배타적인 것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클로드 랑즈만
(Claude Lanzmann)의 <쇼아 (Shoah)>를 통해 홀로코스트의 성찰이 가
능한 것처럼, 재난의 재현을 통해서도 성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재난의 시공간으로부터 멀리 위치한 곳에서 재난 이미지를 그
리는 뤽 투이만(Luc Tuymans)과 마를렌 뒤마(Marlene Dumas)의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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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서로 대조적인 방식을 취하는
이들의 회화에서 르포르의 ‘빈 공간’이 각각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Ⅴ장에서는 연구자의 작업을 분석하기에 앞서, 재난을 다루
는 회화적 실천에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나름의 방법론
을 찾고자 한다. 재난의 발생과 재현에 이중으로 관여하는 지배적 이데올
로기는 역설적으로 이미지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때문에,
회화를 통한 재현 체계의 해체와 재난 이미지의 소통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자의 작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자의 재난 사진에 대한 관점은 무력함의 정서에
서 참여의 태도로 변해 왔다. 붉은 그림들에서 연구자는 사진을 참여와
개입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재난 사진을 이해하는 방식이 두 단계의 작
업 경향에 따라 정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희생자> 시리즈를 포함
한 첫 번째 단계의 작품에서도 재난 사진이 전달하는 재난의 구체적 현실
과 관련한 가능성이 일종의 균열로서 발견된다. 때문에 Ⅴ장과 Ⅵ장에서
는 첫 번째 단계의 작품들을 ‘구경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작품들을
‘관찰자’와 관련지어 다루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
한 분석이 동반될 것이다.

본론에 앞서, 재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연구자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난을 인공적 재난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20세기
의 사회과학에서 재난은 인류의 잘못된 예측과 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서,7 그리고 정상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성의 일시적인 돌발로서 이해되었
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재난
들은 사회 시스템의 오류와 비정상적 작동을 기계적으로, 혹은 지엽적으
로 수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현대 사회의 재난을
7

박진우, “재난과 미디어 매개, 그리고 공감의 문화정치: 주요 의제들에 관한 시론”, 『인

지과학』, 2015, 26권 1호,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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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으로 정의하는 것
은 오히려 재난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을 가릴 수 있다. 재난은 “사
실상 인류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행위나 관습의 결과물들이 구조
적으로 축적되어 발생한 사건, ‘정상성’ 자체의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
작동에 따른- 필연적 결과”8이다. 때문에 재난은 “사회의 ‘정상성/비정상
성’이라는 이분법부터 뛰어넘는 비판적 상상력을 먼저 가질 필요”9를 요
구한다. 이에 따라,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재난은 사회 전반에 대한 근
본적이고 역사적인 성찰을 요구하면서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
한편, 아줄레이는 재난과 ‘임박한 재난(on the verge of disaster)’
을 구분한다. 재난은 명백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시작과 끝이 선명하
다. 무엇보다도 재난은 시민에게 일어나며,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비상사
태로 선언된다. 반면, ‘임박한 재난’은 “완전히 응시에 열려진 채로, 그러
나 동시에 회피된 채로” 존재하는 새로운 가시성의 조건을 획득한다.10
이에 따라, ‘임박한 재난’의 상황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영구히 종료되어
야 할 재난으로서 선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정치적 이유
에 의해 영구히 지속된다.
‘임박한 재난’은 정부의 지배와 통제를 받되, 보호와 권리로부터 배제
된 비시민(non-citizen)의 재난이다. 비시민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체제
는 근본적으로 시민과 그의 권리 및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축
된다. 때문에 비시민의 존재 자체가 재난의 현장이 된다.11 요컨대, ‘임박
8

Ibid., p.102.

9

Ibid., p.101.

10 Azoulay,
11

op.cit., p.291.

“무엇보다도, 지연되고 비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드러나는 임박한 재난은 세계

화의 시대에 버려진 이들이 처한 실제 상황이다. 이것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사
이의 명확한 대립이 붕괴되었음을 암시하는, 가시성의 새로운 조건의 결과이다. 대신에,
비시민 집단이 사건 발생의 바로 그 장소가 되어버리는 재앙적 사건의 새로운 모델이다.
비시민 집단은 재난의 현존을 그들 곁에 사는 시민의 시야에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영토 내에 존재하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몸으로, 비시민들은 임박한 재난
이 목격되도록 새로운 가시성의 조건들을 만들어낸다.” (Ibid.,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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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난’은 사회의 정상성 자체에 내재된 문제가 집약적으로 돌발하는
현장이다. 아줄레이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들이나 인종·종교로 인한 분쟁 지역의 소수자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난
민들이 겪는 고통을 ‘임박한 재난’의 사례로 든다. 그는 재난 사진의 목
적이 재난을 종료해야 하는 긴급함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비
시민의 ‘임박한 재난’을 알아보는 사진적 행위들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의 작업 자료들 중 상당수의 사진들은 ‘임박한 재난’을 다루고
있다. 사진의 윤리적·정치적 역할에 주목하게 된 개인적 계기도 ‘임박한
재난’의 사진들이 제공하였고, 사진에 대한 태도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업의 내용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앞으로의 작업의 진행에 앞
서, 이 글을 통해 그간의 그림들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의 상반된 논의를
고찰하고, 작업 과정과 결과물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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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난의 간접 경험과 미디어

재난은 도처에서 일어난다. 저 멀리서 일어나는 재난들은 동시대 기술
이 적용된 미디어를 통해 현대인의 방안까지 도달한다. 거리와 시간은 문
제되지 않는다. 연구자가 작품과 이 글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미디어 매개의 재난과 재난 사진의 수용이다. 여기서는 재난 현실에 간접
적으로 매개되는 것이 재난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1.

미디어와 구경꾼

재난의 현실, 그리고 재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혹은 그렇다고 생각
되는- 현대인 사이의 접촉면에는 미디어가 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
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많은 재난들이 미디어로 인해 존재한
다. 현대인이 마주하는 재난의 대부분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
해 걸러진 현실이다. 시간순으로 알기 쉽게 정리된 서술, 혼란스러운 상황
의 핵심 사건들에 대한 분석, 현장을 기록한 영상과 사진들이 이 걸러진
현실을 구성한다.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담긴 영상들과 사진들을
제외하면, 뉴스의 어조는 중립적이다.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되는 사실적
인 기사를 중심으로, 재난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주로
재난 발생의 초기에 이루어진다. 이후 일부는 매스 미디어 상에서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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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라지고, 다른 일부는 관심을 유지하거나 더하며 분석과 비평의 대상
이 된다.
전쟁이나 테러의 잔혹함과 고통은 가장 먼저 사진 이미지를 통해 인지
된다. 사진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뉴스는 이를 활용한다. 뉴
스에서 보도사진과 영상은 말과 글보다 돋보이도록 편집된다. 재난을 보
도하는 글이나 말에는 감정이 제거되어 있지만, 사진은 충격과 경악, 공
포와 위기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진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무력감
은 매스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 사진들의 끊임 없는 반복에 의해 일어난
다.
재난의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의 모니터를 통해 타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불편하다.
이 불편함은 -어느 정도는-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들을 회피하고 싶은 마
음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타인의 고통을 그저 ‘구
경’하고 있다는 자각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재난 사진을 보는
행위가 의미있는 무언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반성이 역설적으로 도출해 낸 무력감은 매스 미
디어가 매개하는 재난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또다른 위협적인 상황을 불
러온다. 무력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높은 확률로
재난에 무관심해지도록 한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무관심은 재난
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자화상 - 보도사진 그리기>12(2006)[그림 1]에서 연구자는 붓을 든 화
가로 등장한다. 사실적 묘사 없이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된 형상은 정지
12

<자화상 - 보도사진 그리기>는 2007년의 개인전 ⟪무기력한 조합⟫에 포함되었는데, 전시

된 작품들의 초점은 전쟁사진을 보고 그리는 나의 무력함이었다. 전시의 영문 제목인
“Impotent Collage”에서 ‘impotent’는 ‘무기력한’ 외에도 ‘발기불능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예술적 창조성을 남성적 정력에 비유했던 전통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예술/예술가의
무능력을 지시함으로써 그것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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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화상 - 보도사진 그리기>, 2006, 캔버스에 먹과 유채, 2개의 패널, 각 50×100cm.

된 채 굳어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림은 캔버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데, 첫 번째 그림에서 희미하게 표현된 보도사진 속 희생자 이미지들은
두 번째 그림에서는 아예 회색 물감으로 덧칠되어 가려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은 모두 일종의 거울이다. 첫 번째 그림은 보도사진이 지시
하는 현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비춤으로써 망각에 의해 보이지 않게 된 재난을 표현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보기’와 ‘그리기’가 최종
적으로 망각과 재난의 비가시성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로서 제시된다는
12

점이다. 그림 속 나는 사진 너머의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으며,
그리려고 하지만 그릴 수 없다. 때문에, 재난 사진을 앞에 둔 채 얼어붙
은 내가 다다른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의 발견이다.
그런데 이같은 무력감의 발견과 수긍이 근본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오늘날의 재난이 구체적 현실로서의 재난과 매스 미디어를 통해 걸
러진 현실인 재난 사진으로 이분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이렇게 나누어진
두 영역 사이의 균열이 절대적인 것으로 상상되었기 때문이다. <자화상
- 보도사진 그리기>의 나는 사진이 아닌 사진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그리
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이러한 ‘사진 너머의 무언가’에 닿고자
하는 -사진을 제외한 채, 사진 너머만을 구체적 현실이자 진실로서 인식
하는- 태도가 전제하는 것은 재난과 재난 사진 사이의 단절이며, 재난 현
실과 나 사이의 단절이다. 결론적으로, 재난의 전달 과정에서 형성된 균열
과 단절은 재난이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소통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현대 사회에서 단절은 비단 개인과 재난의 현실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1967/1996)와 보드리야르의 『시뮬
라시옹』(1981/2005)에서 단절과 분리는 현대인이 직면한 상황을 설명하
는 핵심어이다.
드보르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물들을 비롯
하여 행위와 경험, 정서, 관계에 이르는 삶의 모든 것이 상품과 상품의 이
미지로 대체된다.13 삶이 전도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행위는 소비이
다. 개인은 이제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을 실현한다. 서로가 서로
를 견인해나가는 이미지들의 세계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필수적이다. 스펙타클(spectacle)은 이때 허구적 욕망을 추동하

13

“현대적 생산조건들이 지배하는 모든 사회들에서, 삶 전체는 스펙타클의 거대한 축적물

로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삶에 속했던 모든 것은 표상으로 물러난다.” (기 드보르, 『스펙
타클의 사회(1967)』, 이경숙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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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비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작동한다. 즉, 스펙타클은 소비와
결핍을 무한히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악성 이미지”14이자 그러
한 세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스펙타클에 종속된다. 주체
의 자리에서 밀려난 인간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세계로부
터,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15 분리는 “스펙타클의 처음
이자 끝”16이다. 분리는 지속되고, 축적되며, 강화된다. “스펙타클의 거대
한 축적물” 내부에서 고립된 개인들은 이전의 사회에서 가능했던 직접적
인 관계 맺음에서 소외된다.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개인은 ‘구경꾼
(spectator)’으로 격하된다. ‘구경꾼’에게는 눈만 있으며, 그의 눈은 매
스 미디어가 송출하는 이미지들로 뒤바뀐 세계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

스펙타클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전문화된 매개체들에 의존해서 세계
를 바라보게 하는 경향으로서 (세계는 더 이상 직접 파악될 수 없다), 특
권적인 인간감각을 당연히 시각에서 찾는데.... 스펙타클이란 인간 활동에
서 벗어나 있는 것이며, 또한 인간의 작업에 의한 재고와 시정에서도 벗어
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화와는 정반대의 것이다.17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매스 미디어와 개인의 관계는 ‘구경꾼’이라는 단
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일방향적이다. 때문에 스펙타클의 사회에서는 개인
에게 질문을 요청하지 않는다. ‘구경꾼’은 삶에 대한 발언권이 일절 거절
된 수동적 존재이다.

14

박치완,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 소외: G.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를 중

심으로”, 『철학연구』, 2007, 제33집, p.196.
15

기 드보르, op.cit., p.24.

16

Ibid., p.20.

17

Ibid.,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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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타클은 시뮬라크르(simulacre)로 심화된다. 시뮬라크르는 실재를
대체하는 이미지, 원본 없는 이미지이며, 시뮬라시옹은 이러한 시뮬라크
르들의 파생 실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18 즉, 시뮬라시옹은 실재의 완
전한 소멸을 의미한다. 인간의 주체성과 의미,19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부
여하고 구분하여 도덕을 가능케 하는 ‘다름’ 또한 실재와 함께 해체되고
소멸된다.20
보드리야르는 고도로 발달한 상품 과잉의 소비 사회를 겨냥하며 시뮬
라시옹을 설명한다. 소비 사회의 표면을 뒤덮은 이미지들은 실재를 대체
한다. 삶의 구체성은 사라지며, 개인들은 무기력하다. 재난의 현실 역시
이미지들로 대체된다. 자본의 축적물 속에 고립된 개인에게, 재난은 소비
사회에서 생산되는 ‘정보-상품’, 혹은 ‘이미지-상품’일 뿐이다. 때문에
유일하게 가능한 행위는 재난과 타인의 고통을 상품으로서 소비해 버리
는 것이다.

더 이상 무대가, 사건들이 사실성의 힘을 취하도록 해주는 극소의 환상조
차도 없다. 정신적 혹은 정치적인 연대감의 무대가 없다: 칠레가, 비아프라
가, 보트 피플이, 볼론뉴 혹은 폴란드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이 모
든 것은 텔레비전 화면 위에서 제거되기 위하여 온다. 우리는 결과 없는
사건들의 시대에 있다(그리고 결과 없는 이론들의 시대에).21

『스펙타클의 사회』와 『시뮬라시옹』은 분명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
면을 간파함으로써, 구체적 현실, 더 나아가 실재가 소멸된 빈 공간을 대

18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1981)』, 하태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5, p.12.

19

박치완, “소비사회와 예술(작품)에 대한 두 견해: 장 보드리야르와 한나 아렌트의 가상

대화”, 『정치와 평론』, 2010, 제6집, pp.136-137.
20

장 보드리야르, op.cit., pp.13-16.

21

Ibid., p.252.

15

체하는 이미지에 대한 경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논의가 역
설적으로 ‘삶과 실재가 쫓겨난’ 사회를 강화시킨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스펙타클이나 시뮬라크르의 사회에서는 현대인이 겪는 단절과 분리, 소외
와 무력감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자가 재난과 관련하여 『스펙타클의 사회』와 『시뮬라시옹』을 검토
하는 이유는, 그것을 닮아가거나 닮아 있는 사회에서 재난을 전달하는 매
스 미디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자본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재난의 현실에 닿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두 논의의 경고를 유념하되, 단절
과 분리를 강화하는 것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미지로 둘러싸인 삶의 환
경에 대한 고찰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의 조건이 가져오는 현대인의
단절과 분리, 소외와 무력감의 필연성에 대한 고찰이다. 다시 말해서, 필
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검
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재난 현실과 연결되는 “정
신적 혹은 정치적인 연대감”의 회복에 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더구나 상품 과잉과 사이비 결핍을 조건으로 할 만큼 고도화된 자본
주의 사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극소수의 지역에서 사이비 결핍을 이야기
할 때, 그 외의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결핍과 결핍으로 인한 죽음이 실제
로 일어난다. 수전 손택(Susan Sontag)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현실이 일종의 스펙터클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깜짝 놀랄 만큼 지역
성을 띠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 세계의 부유한 곳, 그것도 뉴스가 오락으
로 뒤바뀌어 버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극소수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계
를 바라보는 습관을 보편화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람들을 일종의 구
경꾼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들의 방식이다. (그들의 방식으로 보자면) 이
세계에는 현실적인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 엄청난 불의, 테러리
즘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뉴스 소비자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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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식에 근거해 타인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일반화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22

『스펙타클의 사회』와 『시뮬라시옹』에 따르면, 사회적·정치적인 것은
‘구경꾼’으로 정의된 개인의 내면에 자리잡지 못한다. 이를테면 전쟁이나
테러 보도사진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
나 ‘구경꾼’으로 획일화된 집단 안에는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한다. 개인
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재단하고 일반화
시키는 것은,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여 기존의 체계를 정당
화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할 수 있다.

드보르는 논의 속에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둔다. 박치완은 “스펙타클은 절대적으로 교조적이지만, 이와 동시에 실
제로는 아무런 확고한 교리도 이룩할 수 없다. 스펙타클을 위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23는 드보르의 글을 인용하며, 스펙타클
로부터의 탈출에 대해 쓴다. 그 간단한 해법은 스펙타클로부터 깨어 있
는 것,24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몽”하는 것, “고립, 고독에서 벗어나 스
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25

22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2003)』, 이재원 옮김, 서울:도서출판 이후, 2004, pp.162-163

23

Ibid., p.52

24

박치완,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 소외: G.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를 중

심으로.”, op.cit., p.218.
25

Ibid.,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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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와 관찰자

오늘날 재난의 현실을 마주하는 방법은 다변화되어가고 있다. 연구자
는 재난 전달과 간접 경험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찰하기 위해, 기술 발
달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이 미디
어가 전달하는 현실에서 유의미한 접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
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연구자의 재난 이미지 경
험을 간략히 쓰고자 한다.

연구자가 희생자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했던 당시 수집한 사진들의 대
부분은 주요 언론사들이 공적 채널을 통해 유포한 보도사진들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들에 재차 편집되어 업로드되었던 사진들 역시
전문 사진 기자들이 촬영한 보도사진들이거나, 이를 재가공한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후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사
진들의 출처는 다양해졌다. 사진을 촬영하고 웹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클
릭 몇 번으로 단순화되고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재난을 다루는 미디어
는 공적 채널에서 사적 채널로 확대되고 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
은 일반인들이 촬영하여 온라인의 사적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사진들이
전문적 보도사진과 마찬가지로 재난 현장을 전달하며, 활동가나 재난 당
사자들이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대안적인 일인 언론의 역할
을 하기도 한다.[참고그림 1]
연구자에게 일종의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은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연구자는 평소 자료 수집을 위해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검색하거
나 검색 엔진들을 활용하는데, 몇 해 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과 관
련한 사진 자료들을 수집하던 중 눈에 띄는 사진을 한 장 발견했다. 사진
의 출처를 찾아보니 팔레스타인의 어느 단체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였
18

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영안실에
서 촬영한 듯한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었고, 특히 아이들의 시신을 찍은
사진들만 별도로 모아 놓은 게시판이 있었다. 이 사진들은 로이터나 미
국 연합 통신(AP), 프랑스 통신(AFP), 유럽 보도사진 통신사(EPA), 혹은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등에서 그동안 봐왔던 보도사진들과는 달랐
다.
사람들의 시신은 마치 무심히 포착된 것처럼 찍혀 있었다. 실내에서 강
한 조명을 받은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푸르스름하고 단단해 보였고,
시신을 올려 놓은 스테인리스 선반의 표면은 불빛이 반사되어 하얗게 탈
색되어 보였다. 사진들 대부분이 시신을 클로즈업하여 주변을 둘러싸고
오열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때문에 사진의 이미지들은 ‘서사’보

[참고그림 1] 팔레스타인 아마추어 저널리스트 잔나 지하드(Janna Jihad)의 인터뷰 기사. 본명은 잔나
타미미(Janna Tamimi)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
사 화면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16/04/janna-jihad-meetpalestine-10-year-journalist-1604261321396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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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정물’에 가까웠다. 오히려 ‘서사’는 신속하게 주제를 파악하여 사
진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낼 줄 알고, 명암과 색을 조정할 줄 아는
전문 사진 기자들의 사진에서 발견된다. 이런 이유로, 당시 연구자가 받
은 느낌은 이 무심한 사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날카롭게 환기시킨
다는 점이었다. 이 사진들은, 잘 다듬어진 이미지가 보는 이의 마음 속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짜 이야기의 차원에, 아무 것도 없는, 다만
죽은 이들만이 존재하는 -혹은 보이는- 적나라한 현실의 차원을 불러들
였다.
이 경험이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이유는 그것이 분명히 이전
과는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재
난의 당사자가 촬영하고 배포한 이미지들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
각된다. 좀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를 살펴봄으로써 이같은 경험의 배경이 되는 미디어의 다변화가 재난의
인식에 주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매스 미디어는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다. 매스 미디어가 정보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회에서, 정보는 “시대 상황과 문화, 개인
가치, 규범 등이 투영된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선택
되거나 특정한 시각을 통해서만 해독 가능한 결과물”26로서 간주된다. 한
편, 블로그(blog)나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들은 매스 미디어가 선택하지 않은 주
제를 다루거나, 매스 미디어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 따라
서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는 ‘비
전문가’인 개인으로 교체된다.
먼저, 블로그와 같은 개인 미디어에서는 메세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수평적으로 전달된다. 개인 미디어 공간은 운영자의 사적인 관심을
반영한 정보들이 교류되기 때문에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성격을 띤
다. 또한, 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정보가 빠르게
26

장성준, 『소셜 미디어와 사회참여』,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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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실
시간으로 일어난다.
한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정보의
연결과 이용자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훨씬 강화되며, 정보의 실시간성 역
시 극대화된다.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용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경험 중심의 양방향 소통으
로서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요컨대 소셜 미디어의 핵심은
지식, 인식, 가치, 그리고 경험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27

이에 덧붙여, 미디어의 다변화는 개인의 참여를 가시화함으로써 지속
적인 참여를 고무하고 격려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만 있던 시대에 ... 나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직장동료
들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밖
에 없었다.... 소셜미디어는 동시성과 즉각성 그리고 직접성을 수반하며,
가령 블로그의 클릭수를 통해 또는 트위터의 ‘리트위트’를 통해 그런 상
상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의 미디어이다. 소셜미디어를 통
해 상상에 머물렀던 감성과 행위의 공유가 나에게 (그리고 잠재적 공유의
대상으로서 그들에게도) 구체화되어 드러나는(embodied) 미디어 사건이
만들어진다.28

따라서 매스 미디어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재난 현
실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며 소통될 수 있다. 이용자
들은 개인적 동기에 의해 특정 재난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나름의

27

소셜 미디어의 특징에 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동훈, “온라인 개인 미디

어 공론장의 구조적 재개념화 연구: 소셜 미디어화 현상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10, 18권 3호, pp.120-121.
28

성민규, “소셜 미디어의 문화 정치: 저널리즘의 미학화에 놓인 과잉 커뮤니케이션”, 『커

뮤니케이션 이론』, 2012, 8권 1호,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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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정리하고 해석하며, 이를 공유한다. 정보들은 공유되는 과정에
서 수정되거나 삭제되고 추가되는 등의 의미 변화를 거친다. 재난에 관
한 객관적인 정보들 외에도, 재난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기준들이
함께 교류된다.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상에서 재난은 계속해서 언급되
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재난은 단순히 구경되지 않
고, 관찰되고 소통되며, 이에 따라 단절되고 분리된 재난의 현실과 바라
보는 사람 사이에 놓인 거리는 단축된다. 재난의 ‘관찰자’는 재난을 바
라보고 재난과 자신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설정하는 사람이다. ‘관찰자'
는 특히 ‘구경꾼’과의 대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구경꾼’과 ‘관찰자’, 그리고 재난 사진의 접점에서 일어
나는 행위를 각각 ‘보기’와 ‘바라보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기’
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보이는 대상의 현실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는
수동적 행위이다. ‘보기’는 단지 시선을 주는 단계에 그친다. 보는 이와
보이는 대상 사이에 주어진 거리는, 보는 이가 아니라 그것을 매개하는
다른 주체에 의해 조절된다. 보는 이와 보이는 대상, 그리고 그것의 이미
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들이 구축하는 관계에 관여하는 힘은 현실이 이
미지로 매개되는 일련의 복잡한 단계들을 통제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이
다. 재현과 미디어를 통한 전달 과정에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면서 걸
러진 현실, 즉 재현의 결과로서의 이미지는 구체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
진다. ‘보기’에 기여하는 첫 번째 요소가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외부적 힘
의 작용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이런 방식으로 짜여진 구조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개인의 무관심이다. 이때 ‘보기’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착
각을 남긴 채, 보는 이를 고립시킨다. 요컨대 드보르가 말했듯이, “스펙타
클은 분리된 것을 결합하지만, 분리된 상태 그대로 재결합한다.”29
반면, ‘바라보기’는 대상과의 거리 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율
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이다. 바라보는 ‘관찰자’가 거리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것의 의미는, 그가 재현 체계와 이를 통제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의
29

기 드보르, op. cit.,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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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으며, 걸러진 현실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독해할 수 있음을 뜻한
다. ‘관찰자’와 대상의 걸러진 이미지 사이에 놓인 거리, 그리고 대상과 ‘관
찰자’ 사이에 놓인 거리는 그러한 거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의해 유동
적인 것이 된다. 때문에, 재현에 관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부여한 의미
는 해체된다. ‘관찰자의 바라보기’는 이미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시선
이며, 이미지의 표면에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된 ‘보기’의 시선과 대조된
다. 결론적으로 의미의 이동, 혹은 실버스톤이 말하는 ‘매개’가 이루어지
는지 여부가 ‘보기’와 ‘바라보기’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관
찰자는 ‘바라보기’를 통해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며, 의미의 끝없는 이동
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는 ‘구경꾼’에서 ‘관찰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미디어라는 외부 요인과는
무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의 다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
로 재난의 현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
이고 최종적인 조건이 아니다.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들은 개인과 사회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전제로 한다.30 다시 말해
서, ‘관찰자’가 되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 중 하나는 행위 주체의 의지이
다. 이는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서 제시된 ‘깨어
있기’와도 연결된다. 만약,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개인이 재난을 수용하
는 차원에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이거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해
석된다면, 이는 미디어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개인이 여전히 미디어에 종속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의지라는 내부적 요인과 미디어 환경의 변
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0

최민재, 양승찬,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저널리즘』, 서울:한국언론재단, 2009,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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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재고찰

실버스톤은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미디어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계와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타자들이 인간적으로 되
는 것은 바로 그 가해성(可解性, intelligibility)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
이다.31

즉, 미디어를 연구하는 이유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나와 공존하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실버스톤은 미
디어와 미디어 연구를 인간적 삶을 위한 윤리적 도구로 해석한다.32

앞서 살펴봤듯이, 미디어에는 한계와 가능성이 동시에 내재된다. 미디
어가 가진 한계를 이해하고 윤리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 미디어의 본래적 기능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자는 이를 재현
과 소통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중간에 자리하여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다. 미
디어는 인간과 세계의 사이에 위치하여, 세계를 이해 가능한 정보의 형태
로 전달한다. 헤겔의 ‘매개된 직접성’33의 논리에 따르면, 세계는 인간과
직접 닿아 있지 않다. 즉, 세계는 감각을 통해 전달되지만, 미디어를 통해

로저 실버스톤,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김세은 옮김, 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2009, p.229.
31

32

Ibid., p.211.

33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존재론 연

구』, 2012, 제30집,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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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다. 여기에는 개인이 세계를 보는 방식, 혹은 세계가 보이는 방식
인 재현 체제에 관련된 코드가 미디어로서 자리한다.
세계에의 접근은 코드를 통해 이루어진다.34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나타내는 코드는 자의적인 의미 작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한
다. 즉, 세계는 “모사(모방한 그림)”되지 않고 “묘사(표현된 제시)”된다.35
이러한 코드를 통한 세계의 “묘사”, 혹은 재현은 해당 코드가 통용되는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세계를 정돈하
여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세계는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과 옳고 그름의 규
범 아래에 놓인다.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의 권한은 쉽게 권력화될 수 있
다. 미디어를 수단으로 하는, 코드 차원에 개입하는 권력은 겉으로 드러
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한편, 실버스톤은 미디어를 ‘매개(mediation)’의 차원에서 고찰한다.
그는 미디어를 미디어 텍스트와 수용자의 접점을 넘어서는 ‘매개’의 과정
으로 설명한다. ‘매개’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 하나의 담
론에서 다른 담론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의미가 이동하
는 것”36이다. ‘매개’는 “의미의 끊임없는 변형”37을 통해 소통의 흔적을
남긴다. 의미는 계속해서 “공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으로, 제도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세계적인 것에서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또 거슬러 다시 이동한다.”38 즉, ‘매개’는 완료되지 않는다. 때문에 ‘매
개’에 의해, 세계의 재현에 관여하는 코드는 재현된 세계의 가시적인 외양

34

“사회적, 문화적 관습들은 기호를 질서 짓는 규약, 즉 이른바 코드를 준비한다. 이것들이

우리의 의사소통의 전제조건들이다. 우리는 기호 없이 세계를 사유할 수 없으며, 기호들을
진술로 결합하는 코드 없이는 세계에 관해 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Ibid., pp.6-7.)
35

Ibid., p.6.

36

로저 실버스톤, op.cit., p.21.

37

Ibid., p.21.

38

Ibid.,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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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 고정되지 않는다. 코드는 세계의 외양과 함께 수용자가 읽어야 하
고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가 된다.
따라서 ‘매개’는 미디어 텍스트가 담아내는 사건의 재현에 맞춰지던
초점을 개인들 사이의 대화로 이동시킨다. 대화는 육하원칙으로 구성된
단순한 정보의 교류를 넘어 사건의 비평과 해석에 초점을 둔 수평적인 커
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수용자인 개인의 역할, 구체적으
로는, ‘관찰자’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디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디어의 재현과 소통의
두 기능에는 정치적 차원이 결부된다. 미디어 매개의 현실을 바라보고, 다
시 ‘매개’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이다. 이 지점에서, 실버스
톤이 말한 미디어의 지향점인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가 중요해진다. 그
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와 타자가 세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타자인 것처럼 나는 당신의 타자가 된다.”39 이러한 ‘함께 있
음’은 윤리적 차원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의 의무로 이행되기 이전에 인
간적 삶의 명백한 조건으로서 지지된다. 소통은 타자와의 관계들 위에서
이루어진다. 소통은 미디어의 본래적 기능으로, 따라서 미디어와 미디어
연구에서 타자 인식은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재난 현실과 관련한 미디어
의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타자 인식에서 도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재난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은 가능과 불가능 사이를
왕복한다. 미디어에 의한 재난 재현의 특수성은 그것이 쉽게 겹겹의 장막
으로 가리워진다는 점에 있다. 인류 역사상 재난이 가장 신속하게 전달되
는 오늘날, 재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더욱 ‘바라보기’ 힘든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 연구를 윤리적 관점에서 전개하는 실
버스톤의 논의는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을 타자의 재현에서 고통의 소

39

Ibid.,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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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전환한다. 재난의 ‘매개’는 의미를 끝없이 이동시키면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기준이 되는 비판적 독해와 공감, 그리고 연대를 위한 실
천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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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난 사진과 재난 현실의 수용

이 장에서는 오늘날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 현실의 대부분을 구성하
는 재난 사진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디어 테크놀로
지의 하나인 사진은 앞 장에서 서술한 미디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대부분
공유하는데, 특히 재난 사진의 수동적인 소비와 능동적인 소통은 이미지
이자 행위인 사진의 수용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다.
재난 보도사진은 연구자의 작업에서 주된 자료로 쓰인다. 동시에, 재
난의 현실을 마주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자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 재난 사진에 대한 판단과 태도가 작업 방향과 주제 설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난 사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연구자의 작
업을 이해하기 위해 필히 수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또한, 재난을 기록하
기 위해 사진을 활용하는 작품들의 분석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1.

무력한 이미지로서의 사진과 구경꾼의 보기

(1) 의미 공간의 획일화

재난의 참혹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이어진다. 이 사
진들은 왜 내 앞에 있는가? 이 사진들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혹
28

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진들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혹은 애초
에 본다는 것이 가능한가?

존 버거(John Berger)는 1972년에 쓴 ⌜고통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사
진들⌟에서 전쟁 사진에 대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반응”으로 정치적 참여
를 제시한다.40 그런데 고통의 장면을 담은 사진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
람들이 현실의 불의를, 구체적으로는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사
실 모두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버거에 따르면, 고통의 순간을 담
은 사진은 이미 현실의 시간과 경험으로부터 “단절”되고 “격리된 것”으로
서, 사진 이미지는 현실을 환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격리시킨다.”41
다시 말해서, 고통의 사진은 이중의 단절 속에서 소비된다. 재난이 평
온한 일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으로 발생한 특수 상황
이라는 인식에서, 그리고 사진 매체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에서 단절이 발
생한다. 매체적 차원에서, 사진에 의한 단절은 보면서도 무엇을 보고 있
는지 알 수 없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사진은 현실의 한 장면을 저장한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카메라는 아주 짧은 순간만을 포착하며, 때문에
사진 속에는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지 않다. 사진은 시간의 기록이라기보
다는 공간의 기록이다.42 즉, 사진은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의 파
편이다. 단지 이미지일 뿐인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것도 전달하
지 않는다. 시각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항목들조차 보는 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과 지식에 의존한다. 때문에, 많은 사진 비평가들은 사진이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버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진은 현

40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1980)』, 박범수 옮김, 서울:동문선, 2000, pp.62-63

41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시간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고, “고통의 순

간을 격리된 것으로 만드는 카메라는 그러한 순간의 경험이 그 경험 자체를 격리시키는
것 못지 않게 폭력적으로 그것을 격리시킨다.” (Ibid., pp.60-61.)
42

주형일, “사진의 시간성 개념을 통해 바라본 신문사진의 문제”, 『한국언론학보』, 2003,

47권 2호,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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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격리시킨다.”고 말했으며,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사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며”43, 심
지어 “진실에 맞서는 끔찍한 무기”44라고 비판했다. 손택 역시 이에 동의
하여, 시간과 무관한 사진적 재현은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시
간 속에서 서술하지 못하며, 따라서 현실에 대한 이해에 일절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45
사진이 현실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의 의미나 이야기는 내부에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다. 사진은 그것이 활용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화된다.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사진이 전달하는
내용과 효과는 달라진다. 사진과 사진의 의미 관계가 자의적이라면, 사진
과 사진이 증언하는 진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시될 수 있다. 사진의 증거
로서의 능력은 사진이 현실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모사하는 데서 비롯
된다. 실제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사진의 외양을 의심하는 이들은 적다.
그러나 시각적 복사가 증언하는 것이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
면, 사진이 맺는 현실과의 특별한 관계는 더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다. 오히려 그 특별한 관계를 지탱해 왔던 사진의 ‘객관성’은 기만적인
것이 된다.
그럼에도, 보는 이가 여전히 사진과 진리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
는다면, 증거로서의 사진에 대한 신뢰는 깨지지 않으며, 때문에 사진의 활
용도 또한 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진을 활용하기 위해 사진이 증언해
야 하는 내용과 역할이 사진의 의미로서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Brecht in Walter Benjamin, “Little History of Photography”, Selected Writings, vol.2,
1927-1934, ed. Michael W. Jennings, trans. Rodney Livingstone and others, Cambridge,
MA:Belknap/Harvard, p.519. (수지 린필드, 『무정한 빛: 사진과 정치폭력』, 나현영 옮김,
43

서울:바다출판사, 2017, p.48에서 재인용)
44

Douglas Kahn, John Heartfield: Art and Mass Media, New York:Tanam Press, 1985, p.64. (수

지 린필드, Ibid., p.48에서 재인용)
45

수잔 손탁, “수잔 손탁의 사진론”, 롤랑 바르트, 수잔 손탁, 송숙자 옮김, 『바르트와 손

탁: 사진론』, 서울:현대미학사, 1994,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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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외양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는 사진이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의미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주
장이나 의견은 사실로서 인정받기 위해 사진의 증거 능력을 활용하고, 사
진은 시각적 객관성에 기인한 증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의견의 개입을
허용한다. 의견과 사진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순환 속에 엮이면서,
사진과 의견은 독해가 필요한 하나의 텍스트로서 통합된다.

사진의 의미 공간이 비어 있다는 조건 자체는 중립적인 것으로 주어진
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일상적인 사진의 소통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
다. 사진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속한 문화의 코드에 따라, 그리고 정
치적 성향과 성별, 인종, 종교,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 취향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낸다. 사진이 소통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사진의 비어 있는 의미 공간이 외부의 힘에 의해 전유되고 획일화되는 것
과 관련된다. 이미지에 개입되는 이러한 힘의 작용은 보통 은밀하게 일어
난다.
대표적인 예가 동행 취재(embedded journalism)이다. 과거의 전쟁 취
재가 군대나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한 동업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동
행 취재에서는 그러한 자율성이 축소된다. 이를테면, 동행 취재단은 군대
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사인해야 하고, 군대의 보호와 협
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취재는 군대와 정부에 대한 좋지 않은 내
용을 포함하기 힘들게 되며, 중립적인 시각에서 현실에 대한 균형 있는 취
재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제기된다.46 동행 취재에 의해, 전쟁 사진의 의미
는 군대와 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편향된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보도록 한
다.
한편,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시각 영역을 통제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
미지 자체가 전쟁에서 중요한 전술적 전략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군대와
46

동행 취재에 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송수정, “전쟁의 속도에 반(反)하는

전쟁사진의 스펙터클화”, 『영상문화』, 2014, 25호, p.132.

31

정부의 주도 하에 생산되는 전쟁 이미지는, 그것이 최첨단 전쟁 무기의
모니터에 표현되는 무감각하고 기계적인 것이든, 사진 기자가 아군 병사
의 휴식시간을 포착한 것이든, 혹은 적군의 시신을 클로즈업한 것이든,
전쟁의 전술적 행위의 일부가 되었다.

사진의 시각적 모사와 외부에서 부여된 의미가 서로 분리되지 않을 때,
그래서 특정한 이해 관계가 사진의 의미 공간을 전유하고 획일화하는 것
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때, 사진은 그것이 본래 무엇을 지
향했는지와 무관하게 기만적인 텍스트가 된다. 그리고 사진은 재난 현실
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때문에 개인이 재난의 이미지를 보면서 느끼는
“도덕적 무능함”47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사진에서, 그리고 사진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예고된다.

(2) 재난과 재난 피해자의 추상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사진의 단절과 분리의 문제는 또다른 파생
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는 재난의 긴급성을 확보하고 이를
종료시키는 것을 지연시킨다.
보통 ‘중동’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두바이와 같
은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마을이나 엉성해 보이는
낮은 건물들, 미로처럼 좁은 골목들, 히잡이나 부르카를 두른 여성들과
터번을 쓴 남성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국지전과 테러가 대부분이다. 그
리고 보도사진을 통해 접하게 되는 중동의 모습은 이러한 선입견을 공고
히 한다. 흙먼지로 뒤덮힌 바닥 위에 시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낮

47

존 버거, op.cit.,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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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물들은 부서져 폐허를 이루며, 히잡이나 부르카를 두른 여인들이 가
족의 시신 위에서, 무너진 건물 위에서 오열하고 있다.
여기서, 타자를 재현하고 타자와의 거리를 설정하는 동일시의 문제가
제기된다. 보도사진을 특정한 목적에 의해 활용하는 주체는 필요에 따라
피해자의 모습을 낯설거나 친숙하게 제시할 수 있다. 오열하는 여성은 히
잡을 두른 낯선 무슬림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혹은 아이를 잃은 어머
니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김수미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보도사진들
과 기사들을 분석하며, 사건 발생 직후 “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경계 작업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평한다.48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고통의 주체로서 참사의 희생자들과 이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거
나, 정서적 공감과 도덕적 관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얼마간 그
반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 뉴스 기사들은 인간으로서 혹은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피해 당사
자들에게 여러 선택 가능한 것들 중 종족적 소수자 또는 하층 노동자 계
급의 자식이라는 정체성을 우선 부여했다. 이렇게 범주화되고 분류되면서
각자의 개별성을 상실하고 타자화될 때, 이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동
일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차별적 경계 작
업은 ...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을 방해한다.49

48

김수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참사 피해자들이 ‘노동 계급의 자녀’, ‘소수

종족의 자녀’로 적시되었다고 분석한다. 단원고등학교 인근은 “공단과 외국인 밀집 주거
지역이 많은 곳”, “중국과 러시아, 스리랑카 등 출신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거주하는 곳으
로 기술되었으며(조선일보, 2014. 04. 17.), 단원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공장에서 일하다 기
름때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로 달려온’ 모습으로 묘사되고(한겨레, 2014. 04. 17.), 또
한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도 “2012년 충남의 한 대학에 입학한 뒤 곧바로 휴학하고, 사촌
오빠 소개로 배를 타기 시작한 …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생활하며 생계를 도왔던” 사람으
로 기술되었음을 지적한다. (김수미, “고통의 재현, 그 정치성에 대한 단상: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언론과 사회』, 2015, 23권 4호, pp.86-87.)
49

Ibid.,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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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는 실버스톤이 말한 ‘적절한 거리’를 참조한다. 이는 타자를 재
현할 때의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다. 실버스톤은 거리와 재현의 전략을
‘멀리’와 ‘가까이’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분석한다. 우선, 오늘날 전쟁 무
기에 사용되는 최첨단의 광학적 이미지는 마치 게임을 연상시키면서 우리
를 전쟁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전쟁과 전쟁의 고통은 이미지의 변
형을 통해 시야에서 가리워진다.
반대로, 테크놀로지는 멀리 떨어진 타자의 이미지를 ‘가까이’ 가져오
기도 한다. 이를테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이미지
는 이제 너무 익숙하다. 이는 동일시를 발현시키는 친숙함과는 달리, 타
자의 낯섬 자체에 익숙해진 결과이다. “사물이 너무 가까우면 볼 수가 없
듯”, 거리를 삭제하는 테크놀로지 역시 거리두기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도
록 한다.50 따라서, 재현의 주체에 의해 결정되는 ‘거리’는 텍스트로서의
사진의 독해를 요구한다. 재난 사진은 드러나지 않는 의도와 내용을 헤
아리고, 읽어내야 할 텍스트이다.

거리의 문제는 피해자들을 ‘희생자’51로서 추상화하는 것으로 이어진
다. 재난에 대한 서술에 비해서,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담은 사진
들은 훨씬 더 시선을 끌며, 훨씬 더 많이 생산되고 보도된다. 서로 유사해
보이는 재난의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
을 서로 구분되지 않는 ‘희생자’로 획일화시키는 것에 깊이 관여한다. 서
로 다른 재난의 당사자들에게 ‘희생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이 부여되고
타자화되면, 동일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거리와 동일시의 문
제, ‘희생자’로서의 추상화의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로 묶이게 된다.
실버스톤의 ‘적절한 거리’에 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로저 실버스톤,
op.cit., pp.203-205.
50

51

연구자는 이 글에서 ‘피해자’와 ‘희생자’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피해자와 달

리 희생자는 ‘희생’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희생자’는 추상화된
재난, 추상화된 고통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또한, 연구자의 작품 분석에서, ‘희생자’는 사
진 속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변형된 형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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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희생자’라는 추상적인 범주는 재난의 구체성을 약화시키기 때문
에 재난에 대한 긴급성을 구성하는 데에 실패한다. 재난과 재난의 당사자
는 그 결과 고통과 희생의 환유로 격하된다. ‘고통’과 ‘희생’, 그리고 ‘전
쟁’, ‘테러’, ‘대량 살상’, ‘난민’, ‘죽음’, ‘슬픔’과 같은 단어들이 현실
의 구체성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대체하게 되면, 재난은 곧장 보이지 않
게 되어, 종결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된다. 여기에 더해, 유사한 범주에
놓인 서로 다른 재난들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면, 이들은 하나로 엉켜 영원
히 끝나지 않는 재난이 된다.
아줄레이는 ‘재앙의 진술(énoncé of horror)’을 분석하면서, 끝나지
않는 사건은 기억되거나 기념될 수 없다고 말한다. ‘재앙의 진술’이 하는
일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언급하고, 묘사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끝내
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야기되는 고통을 축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며, 최
종적으로 재난을 기억하여 망각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난의 종
결은 기억과 기념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52

전쟁이나 테러의 참혹한 장면이 구체적 현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거기
에 ‘우리’, 혹은 ‘이웃-타자’의 현실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은 마치 과거
의 인류 사회에서 희생 제물이 하고 있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수행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회
는 “타자의 제의적 희생”에 의해 유지된다. 공동체는 호전성, 죄악, 폭력
의 혐의 등, 공동체에 반(反)하는 요소들을 이방인에게 투사하고 그를 재
통합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든다. 그리고 ‘희생양’의 희생 제의에 의해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즉, 사회는 자신의 구원
을 위해 외부의 타자를 필요로 한다.53

아줄레이의 ‘재앙의 진술’에 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Ariella Azoulay,
op.cit., pp.67-69.
52

53

리처드 커니,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옮김, 2010, 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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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구조가 재난의 현실을 다루는 사진에서 발견된다. 사진
은 우리와 구분되는 타자를 이미지로 추상화시키고 고정시킨다. 우리와
타자 사이의 경계, 그리고 타자 안에서 또다시 ‘이웃-타자’를 구분하는
경계는 사진적 재현에 의해 섬세하게 조정된다. 우리는 사진 속에서 고통
받는 피해자를 보면서 슬퍼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도 있다. 저 멀
리 위치한 재난과 고통은 재난과 우리의 거리를 확인시켜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결속시키고 강화한다. 바꾸어 말하면,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면서
‘우리’라는 집단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사진이 수행하는 희생 제의
는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함을 구
성하는 데 실패한 재난 사진은 ‘희생양’의 죽음을 어딘가에서 실제로 만
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사진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재난의 현
실과 연결되는 것이다.

2.

참여로서의 사진과 관찰자의 바라보기

(1) 사진의 시민 계약에 의한 사진 행위
베트남전 당시 미군 사진 기자였던 로널드 헤벌리(Ronald L.
Haeberle)는 1968년 3월 16일 미라이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을 몰래
지참했던 컬러 필름으로 촬영했다. 이 필름들은 미군의 사전 검열을 피
해 이듬해 11월 지역 신문사에 처음 공개되었다. 일 년 넘게 은폐되었던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미국 내 베트남전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비무장한 민간인들 약 500명이 학살되었는데, 여기에는 노인과 여성, 어
린 아이와 갓난 아기가 절반 이상 포함되었다. 헤벌리의 사진은 1970년 ‘예
술 노동자 연합(Art Workers Coalition)’ 회원인 어빙 페틀린(Irving
36

[참고그림 2] 로널드 헤벌리, 어빙 페틀린, 존 헨드릭스, 프레이저 도허티, <Q. 아기들도? A. 아기들도.
Q. And babies? A. And babies.>, 1970, 리도그래프, 63.5×96.5cm.

Petlin)과 존 헨드릭스(Jon Hendricks), 그리고 프레이저 도허티(Frazer
Dougherty)의 포스터로 대중에게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참고그림 2] 이
들은 사진 윗부분에 반투명한 붉은 글씨로 “Q. And babies?”라는 문장
을, 아랫부분에는 “A. And babies.”라는 문장을 삽입했다. 이는 당시 학
살에 가담했던 폴 메들로(Paul Meadlo)의 인터뷰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이 단순한 포스터는 최초 5만장이 제작되고 배포된 이후 다양한 매체로
복제되면서 반전 시위에 사용되었고, 미국 내 베트남전에 대한 여론을 급
속도로 악화시켰다.54

헤벌리의 미라이 학살 사진에 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Paul M. Holsinger,
“The War in Vietnam”, War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Electronic Resource] : a Historical
Encyclopedia,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9, p.36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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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필드는 고통의 이미지 안에는 이미 그것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내재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고통의 기록은 저항의 기록”이며, “고통을
찍은 사진의 진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변증법이며, 희망”이라고 말한다.
현실의 장면을 생생하게 복사하는 사진의 능력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육체가 겪는 고통과 폭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사진은 인권
의 부재를 가시화하면서 “인권의 인큐베이터”가 된다. 린필드는 이러한
사진의 유능함이 개인과 타자, 그리고 개인과 세계를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는 능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진 보기가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진의 기록은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인다.55
따라서 린필드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중요해지는 것은 사진을 바
라보는 이의 역할이다. 수용자의 자리가 드러나면서, 사진가에서 시작된
사진 행위는 촬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사진은 촬영이라는 단 하나의
행위와 촬영의 짧은 순간을 초월한다. 이에 따라 사진은 사물의 차원에
서 행위의 차원으로, ‘바라보기’가 영구히 일어나는 불연속적인 시간으로
확장된다.

아줄레이의 사진 논의 또한 행위로서의 사진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재난 사진의 재인식을 위한 대안으로서, 아줄레이의 논의에서 재난 사진
의 참여가 시민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진
행위의 정치적·윤리적 차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줄레이는 사진이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만남(encounter)
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56 사진은 카메라와 사진가, 사진에 찍히도록
자신의 이미지를 허락한 사람들,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
나는 만남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효과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55

린필드의 재난 사진에 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린필드, op.cit., pp.63-71.

56 Azoulay,

op.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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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57 이러한 사진 정의는 ‘사진의 시민 계약 (the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으로 명명된다. 여기서 ‘계약’이라는 단어는 사진 행
위에 참여하는 이들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58 동정심이나 자
비와 같은 감정이 일방향적으로, 그리고 사진에 찍힌 대상을 향해 시혜적
으로 일어나는 반면, ‘계약’은 참여자들이 서로 동등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의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암시한다. 사진 참여자들 각각
에게 주어진 의무란 사진을 찍고, 사진에 찍히고, 사진을 바라보는 행위
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진의 시민 계약’
에서 사진에 찍힌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빼앗기고 대상화된 존재라는
오랜 편견에서 벗어나며,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 역시 ‘구경꾼’의 수동성
이 아니라, ‘관찰자’의 능동성을 획득한다. 정리하면, 사진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사진의 발신자로 역할하면서,
의미가 발생하는 위치가 다변화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진의 의미는 더
욱 풍부해진다.
이에 따라, 린필드의 논의에서처럼, 행위로서의 사진은 이미지로서의
사진이 촬영의 순간에 종료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구히 지속된다. ‘바
라보기’를 통한 사진 참여가 이후의 불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일
어나면서, 사진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복제가 신속하고 용이
하게 이루어지는 사진의 매체적 특성상, 참여자는 시공간의 제한 없이 빠
르게 증가한다. 마치 <Q. 그리고 아기들도? A. 그리고 아기들도.>가 복제
를 거듭하며 오늘날까지 반전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사진의 참여
는 완료되지 않으며, 사진의 의미 공간 또한 닫히지 않는다.

57

Ibid., p.23.

58

Ibid.,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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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줄레이는 ‘사진의 시민 계약’을 설명하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를 참고한다.59 그가 아렌트의 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
하는 부분은 인간의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복수성(plurality)’의 개념이
다. 아줄레이는 사진의 의미 공간을 ‘복수성’의 공간으로 이해한다. 아렌
트에 따르면, ‘복수성’의 공간은 다수의 개인들이 ‘현상하는 공간(space
of appearance)’이다. ‘현상’은 개인이 “다른 유기체나 무기체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60, “공약(公約) 불가능”하고, “교환 불가능”한 개
별적인 존재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61 ‘현상의 공간’에서
“나는 타인에게, 타인은 나에게 나타난다.”62
아렌트는 이어서 ‘현상의 공간’에서의 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말과 행위를 통해 우리는 인간 세계에 참여한다.... 참여는 우리가 함께하
기를 원하는 타인의 현존에 의해 자극 받는다. 그러나 참여가 타인의 제약
을 받지는 않는다. 참여의 충동은 태어나서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
간부터 발생하며, 우리 자신의 주도로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함으로써 이
시작에 대응한다.63

인간세계는 마치 그물망처럼 개인들이 얽혀있는 공간으로, 개인과 타인
이 관계 맺는 공간이다. 여기서 개인들은 스스로의 말과 행위로 현상한
다. 타인은 개인의 참여를 “자극”하지만 그것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즉, 타인의 존재만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시작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이며 의지이다.
59

“사진은 사진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복수성(plurality) 내에서만 존재하고 유효해지는 관

계의 형태이다.” (Ibid., p.85.)
60

Ibid., p.290.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 류수연, 윤미란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이음,
2014, p.60.
61

62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파주: 한길사, 2017, p.290.

63

Ibid.,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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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수성’의 공간으로서의 사진의 의미 공간은 개인의 욕구와
의지에 의해 촉발되고 유지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진의 의미 공간이 ‘복
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개인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
야 하며, 배타적인 권력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사진에 오직 하나
의 의미만을 허락하는 것은 사진의 모든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
는 복제 가능한 사진 매체의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획
일화된 이미지의 대량 생산은 아렌트가 경계했던 전체주의와 대중문화의
소비주의에 봉사하면서, 개인과 세계 사이의 관계 맺기를 중단시킨다. 따
라서 사진의 의미를 생성하는 권한은 개인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독점적
인 소유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의 형태는 르포르의 ‘빈 공간(empty space)’64과도 유사
하다. 르포르의 ‘빈 공간’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권력의 (빈)
자리’로, 모두에게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공
간이다. ‘빈 공간’은 참여에 의해,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시
화된다.65 사진의 의미 공간을 ‘빈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여’를 중
요한 사진의 가치로 채택함으로써, 사진을 바라보는 행위에 내재된 윤리
적이고 정치적 성격을 강조한다. 사진의 의미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달되지만, 의미들은 서로 동등하게 존재하고 경쟁한
다. 개별적인 의미들은 의미의 ‘빈 공간’에 의해 생성되어, 그 빈 자리를
독점하지 않으며, 비어 있는 상태로 열어 둔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만들
어내는 권력의 자리를 비워 둔다. 아줄레이가 ‘사진의 시민 계약’에서 ‘계
64

르포르에 따르면, 군주제는 왕의 인격과 신체 속에서 권력을 형상화한다. 때문에, ‘루이

16세의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은 권력을 체화하는 왕의 죽음에 의해 군주제가 소멸되는 순
간이며,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권력의 빈 자리에서 탄생되
었다. 권력의 ‘빈 공간’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공간을 상징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권력
은 국민에게서 생기지만 그들 중 누구도 권력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르
포르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빈 공간’의 이중성을 유지해야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
다. (홍태영, “민주주의와 인간 권리의 정치: 클로드 르포르의 민주주의 구성과 확장”, 『민
족문화연구』, 2016, 70호, pp.14-15.)
65

안드레아 필립스, “민주주의 건설하기”, 공공미술: 건축과 참여, 2009, 서울: samuso,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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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의무를 강조했던 것처럼, 사진의 의미 공간은 그
것의 ‘빈 공간’과 관련하여, 바라보는 사람의 책임-의미의 생성과 의미의
‘빈’ 자리를 열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2) 시민적 응시와 재난 현실의 수용

‘사진의 시민 계약’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 행위들로 이루어진
다.66 아줄레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진을 바라보는 방식을 고찰하기
위해 버거를 참고한다. 버거는 사진이 “우리[전문가 집단]가 배웠던 것처
럼 작동하지 않는다.”67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사진을 보는 단계
에 영향을 미치는 사진의 모호성에 기인한다. 사진의 모호성은 기록된 순
간과 바라보는 순간 사이에 놓인 심연에서 발생한다. 사진가는 그 불연
속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하지만, 다른 매체에 비해 사진의 지
향성은 미약해서 감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기 힘들다.68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은 모호함을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화한
다.69 다시 말해서 사진은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 사진 바깥의 세상과 연
결된다. 사진가는 “알고 있는 주체(the knowing subject)로서의 지위”
를 포기하고, 의미에 대한 책임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귀속된다.70
66

“사진은 복수성의 공간이 개시된 순간, 특정한 지인 그룹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

메라를 손에 들고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순간에 발명됐다.
… 사진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들’에 의해 발명됐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진의 시민 계약을 개시했던 사람들이다.” (Ariella Azoulay, “Getting Rid of the
Distiction between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Theory, Culture & Society 2010, Vol.27(7-8),
Los Angeles, London, New Delhi, and Singapore: SAGE, 2010, pp.92-93.)
존 버거, 장 모르, 『말하기의 다른 방법』, 이희재 옮김, 서울: 눈빛시각예술선서, 2004,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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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pp.87-88.

69

Ibid., pp.96-98.

Ariella Azoulay, “Getting Rid of the Distiction between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op.cit.,
pp.240-24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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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필드와 아줄레이, 그리고 버거의 사진 분석은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진 보기와 연관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 보기는 종종 전문적인 담론
에 의해 거부되어, 사진 보기의 실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사진
이 신문 지면이나 텔레비전 화면으로부터 자리를 옮겨 갤러리와 미술관에
서 전시되면서, 몇 가지 미학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 중 사진가와
사진 속 대상의 관계는 사진의 미학적 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 중
하나이다.71 특히 타인의 고통을 담고 있는 사진들은 그러한 논의의 주
요 대상이 된다.

특히 사진가와 대상 사이에 놓인 폭력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으로, 아
줄레이 또한 이에 대해 경계한다. ‘사진의 시민 계약’은 질적으로 다양한
관계에서 맺어진다. 간혹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진에 참여하는 시민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수성’의 공간은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특히 대부분의 재난 상황이 소
수자들과 비시민들에게 좀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
욱 그렇다. 때문에 이미 발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동의 없이 사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사진의 시민 계약’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줄레이는 폭력으로 인해 훼손된 사진은 결국 “사진의 시민
계약의 무수한 관리자들에 의해 제자리를 찾을 것”72이라고 설명한다. 관
련 사례들은 실제로 무수히 관찰된다. 미국 시민 혁명 이후 공공연히 행
해진 백인들의 린치 사진들, 일본군 ‘위안부’ 사진들, 캄보디아 킬링필드
의 수감자와 사형수를 찍은 사진들, 아부 그라이브 사진들 등, 이 외에도
수많은 폭력의 사진들이 존재한다. 가해자의 촬영 행위는 사진에 찍힌 사
람과 찍는 사람의 거리를 이중으로 공고히 하면서, 발언권을 가진 주체
와 발언권이 박탈 당한 대상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동의되지 않
71

리즈 웰스, op.cit., pp.137-138.

72 Ariella Azoulay,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 op.cit., pp.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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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촬영과 그 결과물들은 피해자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공포에 떨게 하
고, 폭력을 은밀하거나 공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사
진의 시민 계약의 무수한 관리자들에 의해”, 가해자가 남긴 사진들은 최
종적으로 피해자의 편에서 가해자의 폭력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사용된다.
한편, 사진은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이자 무
기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
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진을 활용한다.[참고그림 3]

사진가와 사진에 찍힌 대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심
미적인 것(the aesthetic)’과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대립적인 취
향 판단이다. 주로 고통을 다루는 사진들을 대상으로 ‘이것은 너무 정치
적이다’, 혹은 ‘이것은 너무 심미적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이러한
취향 판단(judgement of taste)의 기준은 해당 카테고리-‘심미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분류자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에 근거
한다. 정치적 예술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 정치적 내용을 지닌 작품을 ‘심
미적인 것’으로 분류할 때, 그는 그것을 ‘너무 심미적인 것’이라고 판단
하는 것이다.73
그렇다면 이러한 취향 판단의 문제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토니 베넷(Tony Bennett)에 의하면, 보편성
을 전제하는 미학적 기준과 이에 따라 가치 판단을 내리는 주체
(valuing subject)의 권위는 계급적으로 유지된다. 가치 판단의 주체는
상위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받은 특정한 계층이며, 때문에 가치 판단의 주
체가 행하는 평가와 선언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한다.74 이는 사회 내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점점 축소
‘심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취향판단에 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Ariella Azoulay, “Getting Rid of the Distiction between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op.cit.,
pp.245-246
73

Tony Bennett, “Really useless ‘knowledge’: A political critique of aesthetics”, Design and
Aesthetics: A Reader, ed. Jerry Palmer and Mo Dodson, New York: Routledge, 1996, pp. 45–4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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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3] “Occupied Palestine”(https://occupiedpalestine.wordpress.com)에는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사진들이 별도의 게시판 “The Genocide of Gaza’s
Children”에 업로드되어 있다. 운영자는 “무관심을 끝내기 위해 [이 사진들을] 공유해
달라”고 적어놓았다. 충격적인 사진들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그러나 재난 당사자들이 사진과 사진으로 가능한 일에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해당 사이트는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
당시에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출처: http://wp.me/p16sn9-E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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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난을 “사회의 정상성의 필
연적 결과”라고 해석한다면, 가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이데올로기와 재난
을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를 구분하기 힘들어진다는 맥락에서 제기된다.
아줄레이는 결론적으로 어떤 이미지도 미적 차원의 영역 밖에서 존재
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것은 이미지의 속성이 아니라 다수의 개인들 사이
에서 발생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심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구별 가능한 차
원”75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진을 통해서
재난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전문적인 담화를 통해
사진에 대한 미학적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재난 사진은 너무 심미적이거
나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보기에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
재난에 봉착한 타인의 사진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이 사
진에 의해 주어진 정치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안과 밖에서 모두 읽
힐 수 있을 때, 그들은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음”이란 사실을
증언하게 된다. 단지 찍힌 자들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더하여 내
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도 그들이 여전히 거기 있음을 포함한다
면, 그러한 사진들을 바라보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느끼기 쉽지 않을 것
이다.76

정리하면, 사진은 미적인 영역을 초과하여 존재한다. 전문적인 담화가
사진 보기를 제한하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 보기는 일상적 삶의
모든 영역을 가로지르며 사진을 현실과 연결시킨다. 구체적으로 사진은
재난의 현실을 진술(statement)한다. 진술은 단순한 언어적 내용이나 표
75 Ariella Azoulay,

“Getting Rid of the Distiction between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op.cit.,

pp.250-251
76 Ariella Azoulay,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 op.cit.,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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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진술은 발신자, 수용자, 참조, 그리고 의미 사이
의 관계 구조이다.77 진술의 모든 요소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발신자
는 수용자에게 발화의 자리를 넘겨준다. 의미는 사진 속에 있지 않으며,
수용자 안에 있다. 때문에 의미는 전달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78 수용자
는 참조를 통해 나름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수용자는 계속해서 발신자의
자리로 옮겨가고 수용자의 자리는 또다시 다른 수용자로 대체되기 때문
에, 말하는 사람의 능동성과 바라보는 사람의 수동성이 공존하며 구별되
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진술 안에서 능동성과 수동성의 이분법적인 가치
우열이 무의미해지며, 진술의 구조는 이 둘이 단지 순환하는 관계임을 드
러낸다.
아줄레이는 진술과 관련된 ‘바라보기’를 ‘시민적 응시(civic gaze)’로
설명한다. ‘시민적 응시’는 사진의 발명 이전에는 없었던 응시로, “사진
을 통해서 개발되고 공적 영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시각적인
것(the visual)을 연관 짓는 새로운 방법”이다. 즉, ‘시민적 응시’는 복
수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며, 각자가 무엇을 보는지, 혹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색일 뿐만 아니라, 바라봄을 통해 그들 자신이 드러나는 맥락 내
에서 존재한다.79
그러나 재난 사진을 바라보는 ‘시민적 응시’는 일상적 응시를 배제하
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적 응시’는 다른 응시들에 의해 실천적인 역량을
발휘한다. 이미지의 세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난의 세부적 사항들
을 파악하는 ‘식별하고 지향하는 응시(identifying or orienting gaze)’
와 ‘전문적 응시(professional gaze)’80는 ‘시민적 응시’와 함께 작동한
다. 요컨대, 재난 사진은 모든 응시를 동원한다. 다양한 차원의 응시가 재
77

Ibid., pp.196-197.

78

정홍기, “포토저널리즘 사진과 캡션의 의미작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8호, 2002, p.244.
‘시민적 응시’에 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Ariella Azoulay,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 op.cit., p.97.
79

80

Ibid.,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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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진 속에서 재난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일에 상호적으로 역할함으
로써, 정치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다.81

연구자에게 아줄레이의 사진 논의는 기존 담론이 제기하는 사진 매체
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할한다. 그의 논의 속에서, 사진을 바라보
는 것은 재난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대등한 실천이 될 수 있다. 이에 따
라, 사진은 ‘평범한 사람들’의 ‘바라보기'에 의해 실현되는 ‘시민 계약’
으로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확장된다.

3.

재난 현실에 관여하는 연민과 기억

앞서, 사진과 미디어가 지니는 한계를 인정하되, 사진과 미디어가 매개
하는 재난의 메세지가 최종적으로는 재난의 해결로 이어져야 함을 고찰
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바라보기' 이전에 일어나는 보려는 의
지의 발현과 ‘보기’를 ‘바라보기’로 전환시키는 감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사진에 연결된 기억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
라보려는 의지와 기억하려는 의지는 윤리적 차원에서 같은 원천을 지님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업과 이 글은 첫째, 재난 사진의 이해를 통해 재난을 어떻
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둘째, 그러한 ‘바라보기’가 사진
과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 윤리적인 행위와 참여로서 해석될 수 있는지에
81

‘식별하고 지향하는 응시’와 ‘전문적 응시’, 그리고 ‘시민적 응시’는 각각 아렌트의 ‘노동

(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연결된다. 아렌트는 ‘노동’과 ‘작업’을 정치적인 ‘행
위’와 분리시켰으나, 아줄레이는 사진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세 가지 활동
사이의 구분을 제거한다. (Ariella Azoulay, “Getting Rid of the Distiction between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op.cit.,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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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이며 셋째, 무엇보다도, 재난 현실의 ‘바라보기’와 ‘드러내
기’가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서 재난 현실의
‘드러내기’는 사진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작품으로써 이루어지는 새로운
진술의 발화를 포함한다.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의 윤리적 태도를 이끌어
내는 원천으로서의 연민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결과물로서의 기억을 고
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바라보기를 추동하는 연민

고통을 포착한 사진은 인간의 육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각적 증거이
다. 재난의 현실을 진술하는 발신 차원에서, 사진가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린다. 수신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재난을 알아보고 그것
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발신과 수신의 실행에는 연민(compassion)
이 관여한다. 먼저, 사진가는 고통을 대신해서 말한다. 이는 고통 자체의
속성이자 고통이 야기하는 ‘단절’을 극복하고 제거하기 위해 가장 중요
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윤리적 실천이다.

일레인 스캐리(Elaine Scarry)는 『고통받는 몸』(1985/2018)의 서문에
서 고통을 표현하는 일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지각적
문제를 다룬다. 스캐리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의 공유불가능
성 때문에 세계로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된
다. 고통을 공유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이 “언어에 저항”하기 때문
이다. 고통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고통받는 사람의 언어는 울부짖음
과 비명으로 구성된 ‘전-언어’이다. 사랑과 미움과 같은 감정들이 ‘-에
대한 사랑/미움’과 같이 대상을 지니는 반면, 고통은 대상을 갖지 않는
다. 고통은 고통 외에 다른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는다. 만약 고통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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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거나, 대상화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고통의 일부, 혹은 전체
가 제거되는 것을 뜻한다.82
따라서 고통받는 사람의 말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과 그가 철
저히 고립된다는 사실로 인해, 고통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스캐리는 고통을 대신하여 말하는 집단에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있는 이들과 엠네스티와 같은 인권단체의 출판물, 개인의 상해 재
판 기록, 그리고 개별 예술가들이 쓴 시와 이야기 등을 포함시킨다. 이같
은 작업들은 고통을 소통가능한 언어로 이행시키면서 고통받는 사람의
사적 경험을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고통이 공적 영역에서 논
의될 때, 고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급박하게 종료시켜야 한
다는 긴급성이 인지될 수 있다.83 즉, 고통에 대한 말하기는 고통을 제거
하려는 노력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재난의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직접적인 폭
력에 의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 혹은 점령으
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약되면서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으며,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 재난에 처한 개
인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모두 다르므로,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
력에도 차이가 생긴다. 특히 시민의 재난과 비시민(non-citizen)의 재난
을 구분한다면, ‘시민-피해자’와 ‘비시민-피해자’의 발언권 사이에 격차
가 벌어진다.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반면, 비시민은 그들이 속한
사회-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바로 그 사회에서 권리와 보호를 약속 받
지 못하기 때문에, 비시민 집단이 겪는 발언권의 부재는 재난을 가시화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사실상 비시민의 고통은 그러한 부재에서 출발하
며,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재난이 된다. 때문에 비시민의 재난에서 가장
82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일레인 스캐리, 『고통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

괴하기』, 메이 옮김, 파주: 오월의 봄, 2018, pp.8-11.
83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Ibid.,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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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비시민의 고통과 재난에 대한 말하기, 즉 재
난의 가시화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한 인간이 ⋯ 고통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다른 이의 심적 또는 감응력상의 요구를 나타낸 이
미지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사람의 몸 외부 공간에 존재하
는 이 이미지는,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연장 능력을 다시 획득할 때까지
그 건강한 사람의 능력을 통해 세계 안으로 투사되고 세계 안에서 온전하
게 유지된다. 연민은 세계를 제자리에 붙잡아둠으로써, 또는 세계 안에 존
재할 장소를 고통에게 제공함으로써 병과 고통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며,
큰 고통이나 심각한 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산 채로 몸에 삼켜지는 데 맞
선다.84

고통을 대신하여 말하기는 고통받는 사람을 자신 안에 투사시킴으로
써, 고통받는 사람의 ‘자기-연장’으로서 자신을 제공한다. 이는 재난 사
진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재난 사진을 바라봄
으로써 참여하는 것 또한 ‘재난이 있음’과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음’
을 그것의 해결이라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주시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발신과 수신의 차원 모두에서 ‘고통을 대신하여 말하기’가 이
루어지는 것이다. 사진은 고통과 재난을 대신하여 말하고 그것을 가시화
함으로써, 스캐리의 논의에 따라 고통받는 사람의 ‘자기-연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진 행위에 참여하는 이들의 연민에 인해 추동된다.

연민은 동정심(pity), 그리고 공감(sympathy)과 구분되는 감정이다.
동정심과 연민 모두 타자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반적으로 동정심은 주체가 대상에 대하여 시혜적으로 갖
는 감정으로 주체의 우월함이 내포된다. 공감(sympathy)은 연민과 마찬
가지로 고통이 나쁘다는 판단과 대상에 대한 동류 의식을 전제한다. 대
84

Ibid.,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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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연민은 공감보다는 더 큰 감정을 암시한다.85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자아를 자신 밖의 세계에 가치평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연민을 정의하며, 연민이 “자아의 이 경계들을 다
른 많은 유형의 사랑보다 더 외부로 밀어낸다.”고 설명한다.86 때문에 연
민을 느끼는 것은 고통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 자아의 경계
확장은 고통받는 사람을 자신 안으로 투사시키는 것, 즉 ‘자기-연장’이
되는 것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민은 재난을 겪는 이의 고통을 대신해서 말하려는
의지와 재난 사진을 바라보려는 의지를 발현시킨다. 누스바움은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인지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타인이 겪는 고
통과 재난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심각하게 나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크기에 대한 판단”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이 사람이 이
고통을 자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라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혹은 생명체는
내가 세우고 있는 목표와 기획의 중요한 요소이자 목적으로, 그에게 좋
은 일을 촉진해야 한다.”는 “행복주의적 판단”이다. 대상과 나 자신이 공
유하는 취약성에 대한 판단은 이 행복주의적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
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보조적 인식이다. 삶의 불확실성은 타인이
겪는 고통을 목격하면서, 이로부터 나의 취약함을 발견하도록 한다. 타인
이 겪는 일을 언젠가 나도 똑같이 겪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연민을 느끼
기 위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타인을 “자신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87 때문에 연민은 이미 “유사-윤리적 성
취”88를 갖는다.

85

연민과 동정심, 공감의 구분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pp.541-813, 조형준 옮김,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15, pp.552-555.
86

Ibid., p.550.

87

연민의 세 가지 인지적 요소에 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Ibid., pp.583-587.

88

Ibid., 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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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민이 그 자체로 완벽한 동기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이
변덕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연민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고통받는
사람이 낯선 사람일 경우, 그는 행복주의적 판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
으며, 혹은 각각의 판단을 행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
우가 생길 수도 있다.89 연민의 결함은 또한 연민의 결과인 행위와 관련하
여 발생한다. 누스바움은 연민의 경험 자체에 매혹될 뿐, 고통과 재난을
종결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고통받는 이들을 “진짜
어려움과 희생 속에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90

연민의 인지적 요소에서 알 수 있듯이, 연민은 이성적 판단을 요구한
다. 즉, 연민은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을 초월한 지적인 작업이다. 누군가
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아보고, 그것의 심각한 정도를 헤아리고, 영향을
파악하는 일 등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모든 감정
들이 얼마간 그렇듯이 연민 또한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자신
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를 이해하고 배
워 나가는 것처럼, 연민 또한 함양될 수 있으며 함양되어야 하는 정서이
다.

정리하자면, 연민은 관계 맺기를 통해 주어지는 정서이면서, 동시에 관
계 맺기를 향한 태도이다. 연민을 통해 ‘타인을 대신하여 말하기’가 가능
하며, 재난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아
의 경계 확장을 통해 타인의 현실을 자신의 현실과 멀지 않은 것으로 인
식하고, 따라서 타인이 겪는 고통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89

Ibid., p.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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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Ibid., 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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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라보기에 의한 기억

사진은 시각적 객관성에 기인한 증거 가치를 가진다. 이는 사진이 역사
와 기억에 동시에 관여하도록 한다. 역사와 기억은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
는 상호적 관계에 놓인 두 분야이다. 역사가 제한된 계층이 주도하는 공
적이고 기록된 실체라면, 기억은 이에 대치되는 주변화된 주체들의 사적
이고 파편화된 모호한 대상이다.91

사진이 역사와 기억에 관여할 때, 그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사실
적인 기록으로서 역할하거나, 사실을 완벽하게 보증하는 매체로서 단순
하게 작동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사진은 진실의 관점에서 불충분하다.
디디-위베르만은 아우슈비츠의 비르케나우 소각장 내부에서 찍은 사진
네 장에 대해 고찰하며, 증거로서의 사진에 대해 이렇게 쓴다.
그토록 자주 역사가를 방해하고 그러한 “자료(matériau)”로부터 그를 우
회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모든 이미지의 그 ‘이중체제’이다.... 증언들이
란 본질상 주관적이며 부정확한 면이 있다는 것. 증언들은 증언들이 나타
내는 진실과 단편적이며 결함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증언들은
바로, 내부의 강제수용소의 삶을 상상하기 위해, 그리고 알기 위해 “우리
가 배치하는 모든 것”이다.92

91

이기형, “영상미디어와 역사의 재현 그리고 기억의 정치학”, 『방송문화연구』, 2010, 22

권 1호, pp.60-61.
92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 아우슈비츠에서 온 네 장의 사

진』, 오윤성 옮김, 대전: 도서출판 레베카, 2017,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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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진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단절된 파편으로서 결함을 갖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93, 사진의 진실은 사진 이미지와 사진 행위 자체가 실제
로 현실에 속해 있었음을 드러내는 시각적 기록을 지시한다.
이러한 사진의 이중체제는 사진 주변으로 다른 텍스트들이 모이도록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진과 해당 사진이 지시하는 사건은 특정한 이
해해 의해 통제되고 조절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물이 공
적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여전히 가능하다. 공적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일기, 서신과 같은 개인적인
문서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일상적 서류들, 혹은 또
다른 사진들, 영상자료들, 예술작품 등이 사진과 함께 대안적인 ‘과거-현
재’로서의 기억를 구성하게 된다.

기억이 과거를 현재의 시점에서 의미화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디디위베르만의 “현재와 과거를 변모시키는”94 이미지로써 사진과 기억을 고
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나의 이미지 앞에서-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이미지라 해도-현재는 끊임
없이 변모한다.... 하나의 이미지 앞에서-그것이 아무리 최근의 동시대적
인 이미지라 해도-과거도 또한 끊임없이 변모한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오로지 어떤 기억의 구축을 통해서만 ⋯ 사유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
다. 결국 하나의 이미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해야 한다. 즉 이미지는 아마도 우리보다 오래 잔존할 것이며, 우리는 이
미지 앞에서 미약하고 덧없는 요소이며, 이미지는 우리 앞에서 미래와 지
93

디디-위베르만은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Images Malgré Tout)』(2003)에서 아우슈

비츠의 비르케나우 소각장에서 존더코만도가 비밀리에 촬영한 사진 네 장을 검토하며, 이
미지의 진실과 모호성을 고찰한다. 이미지는 “진실의 결함적 자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진실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이미지가 갖는 윤리적·정치적 가능성을 주장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러한 이미지의 이중 체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94

김홍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말한다는 것”, 『반딧불의 잔존』, 김홍기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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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미지는 대개 그것을 응시하는 존
재자보다 더 많은 기억과 더 많은 미래를 지니고 있다.95

이미지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동반하며, 시간은 행위로서의 이미지에 관
련한다. 디디-위베르만에 따르면, 이미지는 상상력이며 또한 정치적 행위
이다. 이미지가 상상력인 이유는 상상력이 언제나 복합적인 요소들을 접
목시키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미지의 경험은 언제나 몽타주로서 수행된다. 이미지는
그것이 생성된 순간인 ‘예전’과 바라보는 순간으로서의 ‘지금’,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삼자의 응시가 만나는 순간의 몽타주로서 나타난
다.96 여기서 ‘예전’과 ‘지금’의 만남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비연대기적이고 불연속적인 시간의 만남이다. 응시가 행하는 몽
타주에 의해 ‘예전’은 ‘지금’의 시간에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몽타
주로서의 이미지’는 기억과 구분되지 않는 이미지를 가리킨다. 이때, 기억
은 단순히 예전의 어느 시점을 돌이켜 떠올리는 것을 넘어, 기존의 의미를
해체하는 분해(démontage)와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재조립
(remontage)을 포함하는 능동적 의미를 갖는다.97 다시 말해서, 이미지
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이전 시간의 이미지를 무엇과 몽타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로서의 기억이다. 따라서 ‘몽타주로서의 이미
지’는 불연속적으로 돌발하는 과거인 기억으로서, 윤리적·정치적 차원에
서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변모시킨다. 그 결과 이미지는 그 자체로 대안
적인-종종 대항적인- 행위이자 실천이 된다.

Georges Didi-Huberman, “Devant le temps”, Histoire de l’art et anachronisme des images,
Paris: Minuit, 2000, p.241. (Ibid., p.180에서 재인용)
95

96

디디-위베르만의 이미지의 변증법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변증법적 이미지’

라는 개념에서 착안한 것이다. 다만, 벤야민은 “‘예전’이 ‘지금’과 번쩍이며 만나 하나의 별
자리를 형성하는 곳”으로서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말했다면, 디디-위베르만은 여기에 세
번째 요소인 '관찰자'의 응시를 더한다. (Ibid., p.168.)
97

디디-위베르만의 이미지에 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Ibid., pp.165-181.

56

그렇다면 재난 사진은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재난을 기억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킨다. 기억은 ‘지금’의 시점에서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매번 새롭게 갱신한다. 또한 기억은 고정된 재현을 수정하는 데 기여한
다. 이를테면 대상을 조금 더 좋거나 나쁜 방식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임의 틀 자체를 사유하게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
에 의해 역사 속에 재현된 타자의 이미지는 대안적 텍스트를 통해 수정된
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와 타자를 구분짓는 경계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
어진다.
한편, ‘예전’의 재난이 이미지로 출현할 때, 그것은 진행 중인 재난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비상 사태를 선언하는 것에 일조한다. 즉, 재난을 기
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유사한 사태들에 대한 반성과 고발로서 행
해진다. 역사가 타자로 분류했던 이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 혹은 ‘이웃
-타자’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다. 재난을 기억하는 것과 재난의 사진에 참
여하는 것은 모두 연민에 의해 촉발된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러한 일
이 없어야 하며,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해선 안 되며,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다시 ‘재난과 고통의 사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질문으
로 돌아간다면, 그에 대한 답은 우선, ‘재난과 고통이 실재함을 목격한
다.’가 될 것이다. 실제로 사진들을 통해 많은 것들이 목격된다.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타자들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재
난과 타인의 고통의 이미지를 재난의 발발로, 그리고 고통의 현존으로 인
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은 연민을 촉발하고 연민은 또다시 사진을 촉
발한다.

사진에 대한 비관적인 비평들은 사진의 단절과 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의 무기력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난 사진에 대한 결론으로 ‘재난
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경꾼’의 논리이다. 이웃의 시신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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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기는 것은 기념 행위가 아니라 재난의 현실에 대한 진술이다. 재난
의 사진을 사이에 두고, 재난 당사자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사진에 대해
대조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재난의 위험이 미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이다. ‘재난은 없다.’는
주장은 재난과 거리를 둔 공간에서 가능하다. ‘구경꾼’은 그 거리를 재난
과 재난의 사진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왜곡한다. 무기력함과 무능함
은 사진에 덧붙여진다. 재난 사진에 대한 거부가 재난 자체에 대한 판단
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기력함과 무능함의 위치 이동을 통해
재난 현실에 대한 거리두기가 얼마간 가능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현실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과 관련한 논의에서 종종 사용되는 ‘사
진 너머의 현실’이라는 표현은 사진과 현실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그리
고 이에 따라 관련된 논의 또한 세 가지로 분리된다. 사진이 있고, 사진
과 현실의 관계가 있으며, 현실이 있다. 먼저, 사진은 그 사진이 만들어지
기 위해 있었던 모든 일들의 결과물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사진가의 윤
리의식을 주로 다루어 왔다. 두 번째, 사진과 현실의 관계는 종전의 사진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진적 재현의 왜곡에 대한 분석과 경계가 주
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현실은 사진이 담아내야 할 대상이자 과제로
서 제시된다.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머’에 함축된- 사진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더 많은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사진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에 대한 기존 논의는 재난 현실에의 연결이라는
맥락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오늘날 재난 현실의 대부분이 간접적으로
경험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재현되고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보는 이와 재
난 사이에 놓인 시공간과 여기서 이행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다. 사진을 포함하여, 간접 경험에 관여하는 미
디어는 단절과 소통의 양면을 갖는다. 단절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과 재난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 모두 넓은 차원에서 타인의 현실에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재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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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다만, 단절과 분리로서의 사
진 이해에 그치지 않고, 혹은 재난의 재현에 관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가 부여하는 의미를 해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통과 참여의 가능성으
로서의 사진으로 이어져야 함은 더욱더 중요하다. 사실상 전자와 후자
는 상당 부분 겹쳐져 있는 노력일 수 있으나, 전자에 머무른 채 후자를
잊는다면 사진을 통해 재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재난 현
실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
가 이 장에서 검토한 사진에 대한 논의들은 재난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
보기 위해서’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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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난 사진을 그리는 회화의 실천

1.

재난의 재현을 둘러싼 재현(불)가능성의 담론

(1) 재현불가능성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도르노의 이같은 언급은 인류
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의 재현 앞에서 재난의 재현(불)가능성의 논쟁을
둘러싸고 무수히 반복되어 왔다. 재난의 재현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
은 재난의 이미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미지는 단면일 뿐, 재난의
전체를 보여줄 수 없으며, 그것의 끔찍함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98
재현의 불가능은 보기의 불가능과 말하기의 불가능을 동반한다. 상상
할 수 없는 재난의 끔찍함이 요구하는 ‘정지’는 재난의 사유 자체에 대
한 정지이다. 재난 이후의 사유가 재난을 야기한 사유와 다르지 않다면,
사유를 경유한 반성은 불가능하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
은 야만적이라는 언급에서 아도르노가 강조점을 둔 것은 서정시 혹은 문
화의 금지가 아니라, 문화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이
는 사회의 정상성 내에 아직 재난의 계기가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
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망각과 다
르지 않다.

98

주형일, “사건의 재현불가능성과 타인에 대한 윤리”, 인문연구, 2017, 81호, 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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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르노는 홀로코스트를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실행된
폭력에 의한 것으로서 고찰한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에
게는 생래적 자연성이 합리성으로 포획되지 않는 타자성으로서 내재되어
있다. 타자성은 합리성 밖에 위치하여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자 억압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타자성은 동일자 내에 길들여져야
하는 비동일자이지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다. 비동일자
는 다만 외부의 타자에게 투사된다. 아도르노는 문명은 비동일자가 투사
된 타자를 폭력적으로 제거해 온 역사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홀로코스트
는 비동일자에 대한 동일자의 폭력적 통합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가 아
니라 수의의 번호로서 말살당하는”, 문명의 “끝”에 위치한 비극이다.99
대량학살은 절대적 통합이다. 통합이 순수 동일성의 원칙이라면 이 원칙
은 동시에 비동일자의 말살이다. 베케트가 ‘승부의 끝’에서 ‘이제는 두려
워할 것이 아무 것도 없구나’라고 말했을 때, 그는 강제 수용소가 무엇이
었는지를 폭로하고 있다. 아무것도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 자기보존
의 가능성 자체가 말살된 곳, 그 곳은 절대부정성의 세상이다.100

때문에, 아도르노에게 합리성의 바깥에 존재하는 홀로코스트를 사유
하는 것은 비동일자를 동일자 안에 폭력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동일
자와 비동일자에 대한 변증법적 사유는 합리성의 차원에서 비동일자를
억압하거나 제거하는 ‘자기동일화’의 방식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말해
서, 공포와 혐오가 투사된 절대적 타자인 유대인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
지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며 폭력적인 역사를 반성 없이 반복하는 것이
다.101

99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진영, “세이렌, 미메시스, 유토피아: Th.아도르노의

미학이론”, 『사회비평』, 1999, 22호, p.82.
100

테오도르 아도르노, 『부정변증법』, 홍승용 옮김, 서울: 한길사, 1999, p.408

101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진영, op.cit.,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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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평은 문화와 야만의 변증법에서 최종단계에 직면한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식론을 갉아 먹는
다. 오늘날 시를 쓰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말하는 인식론이다.102

즉, 재난 이전에 사유되어야 할 대상은 사유 자체이며, 이때의 사유는
자기 성찰이다. 아도르노는 자기 내에 억압된 비동일자의 요소를 발견하
고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동일자와 또 다른 비동일자, 즉 홀로코스트와의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그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논의는 사유가 대변하는 합리성과 문명의 자기성찰이라는 유의미한 방향
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비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된다.103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아도르노의 철학이
피해갈 수 없는 한계이다.

한편,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의 재현불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사진에서
타인의 고통의 장면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로 전개된다. 특히, 현실과 직접
적인 관계를 맺는 사진 매체의 지표적 특징으로 인해, 재난 사진은 재난
의 종료와는 정반대를 향한다. 재난의 사진적 재현은 재난을 반복하고 지
속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104
재난 사진의 수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표적인 비판들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재난 사진들은 재난의 끔찍함을 감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스

Theodor W. Adorno, Kulturkritik und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7, p.
30. (김승호, “아우슈비츠 이후 미술의 존재방식: 요셉 보이스의 오브제를 중심으로”, 『미
102

술사학보』, 44호, 2015, p.143에서 재인용)
103

정태창, “아도르노 철학에서의 이성의 파괴: 계몽의 변증법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

『철학사상』, 2011, Vol.40, p.182.
104

최종철, “‘재난의 재현’이 ‘재현의 재난’이 될 때: 재현불가능성의 문화정치학”, 『미술

사학보』, 2014, Vol.42,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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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4, 5] 9.11 테러 당시 붕괴된 세계 무역 센터와 ‘떨어지는 남자’의 사진 이미지는 여러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세계 무역 센터가 지니는 상징성으로 인해 해당 사진
은 테러리즘의 전략적 이미지가 되었고, ‘떨어지는 남자’는 거센 윤리적 비판을 받았다.
(출처: https://www.theatlantic.com/photo/2011/09/911-the-day-of-theattacks/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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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타클한 이미지의 소비와 관음증적인 관심만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비판
이 제기된다.[참고그림 4][참고그림 5] 여기에 더하여, 손택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는 재난의 장면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각을 점
차 둔하게 만들 것이라는 ‘동정 피로(compassion fatigue)’를 주장한
다.105 아비게일 솔로몬-고도(Abigail Solomon-Godeau) 또한 ‘미학적
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오랜 대립의 관점에서 재난 사진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는 이미지로 포착된 재난이 그것의 미학화를 통해 재난 본래
의 정치성을 가린다고 말한다.106 마지막으로, 재난의 재현은 구체적이고
유일무이한 고통이 이미지에 의해 추상화되는 문제에 직면한다. 개별적
인 재난들이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 보편적인 고통 속으로 흡수되면, 구체
적 현실은 이내 망각될 위기에 처한다.

(2) 재현불가능성을 넘어

2001년 2월과 3월, 파리에서 열린 ⟪수용소에 대한 기억: 나치의 집단
수용소와 학살 수용소 사진들 (Mémoires des camps: Photographies
des Camps de Concentration et d’Extermination Nazis, 19331999)⟫ 전시는 홀로코스트의 재현(불)가능성을 둘러싼 격론을 일으켰다.
디디-위베르만은 해당 전시의 서문에서 홀로코스트의 ‘상상할 수 없음’
에 저항하는 이미지의 힘에 대하여 썼다. 당시 제라르 바이츠만(Gérard
Wajcman)은 이에 반박하여, 디디-위베르만이 홀로코스트의 사진적 증
거에 집착한다고 비판하며, 홀로코스트는 어떠한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
다고 주장했다.107 이는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쇼아를 부정하는 부정론
105

Ibid., p.72.

106

최종철, op.cit., p.72.

107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op.cit.,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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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태도와 [디디-위베르만의 주장이] 일맥상통”한다는 맥락에서의
경계였으며, 때문에 그는 홀로코스트의 사진 이미지들을 모두 거부하였
다.108 랑즈만 역시 이에 동의하며, 전시된 사진들이 “감동에도, 기억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정확성만을 불러일으키며 결코 진실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109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디디-위베르만은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에서 당시의 논쟁을 정
리하며, 재난 이미지의 힘을 재차 강조한다. 특히 그는 “소멸에 저항하려
는” 노력을 아우슈비츠 존더코만도(Sonderkommando) 대원이 비밀리에
쵤영한 네 장의 비르케나우 소각장 사진 속의 ‘검은 총체’를 통해 고찰
한다.[참고그림 6],[참고그림 7],[참고그림 8],[참고그림 9]110 디디-위베르만은
이 “‘검은 총체’,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총체는 실제로, 감광된
표면의 나머지 전체만큼이나 귀중한 ‘시각적 흔적’을 제시한다.”111고 말
한다. ‘검은 총체’는 존더코만도 대원이 사진을 찍기 위해 숨어야 했던 ‘어
두운 방’이며, 사진들이 존재하기 위해 주어졌던 모든 상황들의 시각적
암시이다.

108

주형일, “사건의 재현불가능성과 타인에 대한 윤리”, op.cit., p.404.

109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op.cit., p.152.

110

이 사진들은 ‘알렉스’로 알려진 그리스인을 포함한 다섯 명의 아우슈비츠 존더코만도

대원들에 의해 비밀리에 촬영되었다. 사진들은 이후 치약 튜브에 봉인되어 폴란드 저항 세
력에게 전달되었다. 원본 필름 가장자리의 검은 부분들은 1945년에 저항 세력이 사진들을
인화하는 과정에서 잘려졌는데, 검은 부분들이 잘리지 않은 원본은 사진들이 알려진지 40
년이 지난 1985년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다.
111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op.cit.,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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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6, 7] 미상(아우슈비츠 존더코만도의 일원), <아우슈비츠 제5소각로의 가스실 앞 야외 화장
구덩이들 속에서의 가스살해된 시체들의 화장>, 1944년 8월, 오슈비엥침(Oswiecim),
음화 nº 277-278.
[참고그림 8, 9] 미상(아우슈비츠 존더코만도의 일원), <아우슈비츠 제5소각로의 가스실로 몰리는
여인들>, 1944년 8월, 오슈비엥침(Oswiecim), 음화 nº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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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르케나우 소각장 사진들은 재난의 외양을 기록한 장면을 넘어 “사
건”112이 된다. ‘이미지의 현상학’을 통해, 사진을 찍도록 하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고,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인쇄하게 하고, 보도록 한
사진/행위는 기억과 역사의 한 부분이 된다. 사진 이미지의 보이는 부분
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동시에 재난과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검은 총체’는 ‘결함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힘
을 통해서 보이는 장면들과 함께 상황의 긴급함을 표출한다.

최종철은 ⌜세월호의 귀환, 그 이미지가 원하는 것⌟(2018)에서, 재난을
환기하는 이미지의 힘을 윌리엄 미첼(William J. T. Mitchell)의 이미지
론을 통해 고찰한다. 미첼에 의하면, 이미지 속 현실을 실재로 만드는 이
미지의 힘은 이미지가 바라보는 사람의 ‘보기’를 전유하면서 발휘된다.
이미지는 보임으로써 존재하며, 이 보임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을 보는
주체를 통제하고자 한다. 주체의 욕망과 응시를 길들이는 데 성공한 이
미지는 주체와 자리바꿈한다. 미첼은 이를 ‘메두사 효과(the Medusa
effect)’라고 명명한다.113 메두사는 ‘보임’을 무기로 하여 자신을 바라
보는 사람을 돌로 만들어 힘을 빼앗는 괴물의 이름이다. 메두사는 대상
을 그것이 원래 속한 환경으로부터 단절, 분리시키고 완전히 자신의 힘
안에 둔다. 바라보는 사람은 메두사를 보는 것이 금기임을 알면서도 바
112

디디-위베르만은 이 ‘검은 총체’를 사실상 사진의 핵심이며, ‘태풍의 눈’이라고 설명한

다. 또한 그와 비슷하게 ‘아무 것도 찍히지 않은’ 네 번째 사진을 포함하여 이렇게 적는다.
“그것은 증인의 말 속 표현(증인의 중단 상태, 증인의 침묵, 어조의 무거움)과 대등한 것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그 사진은 단지 “실용성”-당연히, 역사적-이 “없”을 뿐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현상학적으로 그 사진이 사진가에게서 나타내는 모든 것(조준하기 불가능함,
무릅쓴 위험, 긴급함, 아마도 걸음걸이, 서툶, 정면의 태양으로 인한 눈부심, 아마도 바람)
을 잊는다.... 조준 없는(따라서 방향성 없는, 위도 아래도 없는) 순수한 사진적 행위. 이 이
미지는 우리에게 아우슈비츠라는 지옥에서 네 장의 클리셰가 얻어진 긴급조건으로서의
길을 열어준다. 그때 이 긴급함은 또한 역사에 속한다.” (Ibid., pp.61-62.)
113

미첼의 이미지론에 대한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최종철, “세월호의 귀환, 그

이미지가 원하는 것: 미첼의 이미지론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2018, Vol.55,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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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주체의 욕망은 이미지의 욕망
을 성취하기 위해 쉽게 전유된다.
최종철은 이러한 ‘메두사 효과’를 프리드의 ‘몰입(absorption)’ 개념
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프리드(Michael Fried)에 따르면, 이미지는 바라
보는 사람의 몰입을 통해 실재가 된다.114

그림(속의 인물들)과 배우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관람자의 현존을 완전히
망각할 정도로 깊이 스스로의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그 세계의 허구성/연
극성을 뛰어넘는 비(탈)연극적 지점에 도달할 때, 바로 그 몰입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에게 ‘마술적으로(the magic of absoption)’ 전이되어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위의 연극성
은 이미지의 재현성과 재현된 세계의 실재성 사이에 다이내믹한 긴장을 만
들며 관람자의 관람경험을 확장한다.115

다시 말해서, 이미지의 몰입은 바라보는 사람을 이미지에 몰입하도록 하
면서 이미지와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 심리적인 통로를 만든다. 이를 경유
하여 이미지가 바라보는 사람과의 자리바꿈에 성공하면, 이미지의 욕망
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책임이 된다. 특히, 프리
드는 사진적 몰입에 의한 ‘관람자-주체’를 강조한다. 현실을 시각적으로
모사하는 사진의 매체적 특성 때문에 관람자의 몰입은 이미지를 실재로
만들고, 이와 동시에 그러한 몰입 자체를 또한 실재로 만든다. 즉, 사진
적 몰입은 관람자를 구체적 현실과 연결시키면서 관람자의 ‘바라보기’를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116
재난 사진을 바라보는 것에 몰입할 수 있다면,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
이 속한 현실에서 벗어나 이미지가 담고 있는 재난의 실재와 만난다. 재
114

“이미지는 이미지가 아닌 다른 어떤 것, 즉 실재가 되고 싶은 것이다.” (Ibid., p.18.)

115

Ibid., p.11.

116

최종철, “‘포스트 다큐멘터리’: 예술과 정치 사이에서”, 『미학예술학연구』, 2017,
Vol.51,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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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진에는 이러한 이미지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 실재를 소환하는 재
난 사진은 재난 사진의 바라보기를 재난 클리셰의 소비가 아닌, 생존자
이미지의 “위탁”117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전개한다.

몰입은 상상을 경유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에의 응답은 상상에 의해
실행된다. 주형일에 따르면, 상상은 특히 인식 밖의 재난에 접근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며,
때문에 사진 이미지에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는 상상 불가능한
재난을 이해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사진은 그저 단면일 뿐 재난의 전
체를 재현하지 못하고 재난의 끔찍함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118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상상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이미 얻어진 자료들을 재료로 해서 이뤄진
다. 하지만 그 자료들의 단순한 상기는 상상이 아니다. 상상은 지각된 자
료들을 변형하고 왜곡하고 합치는 활동이다. 따라서 상상된 어떤 것은 지
각됐던 자료들과는 다른 것이며 아직 지성에 의해 지식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즉, 상상된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
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 상상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역설적으로 상
상할 수 없는 것도 상상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란 담론이 될 수 없는 것, 담론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19

주형일은 상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상은 감성에서 대상에 대
한 추상적 개념을 제공해 주고, 지성에서 대상의 구체적 형상을 제공하면

117

“이 네 장의 사진 표면에 모든 것을 이미지로 놓아 버린(déposé en images) 행동 … 부분

적이고 빈 틈 많은 위탁, 그리하여 무척 불충분한 위탁. 그러나 경악케하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위탁. 빛과 그늘, 흑과 백, 선명함과 흐릿함이 이 이미지들에 그 “생존자(survivantes)”
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직접 증언하는 시각적 위탁.”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어둠에
서 벗어나기』, 이나라 옮김, 서울: 만일, 2016, pp.17-19.)
118

주형일, “사건의 재현불가능성과 타인에 대한 윤리”, op.cit., pp.418-419.

119

Ibid.,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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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성과 지성 사이를 매개한다. 상상은 매개 과정에서 감성과 이성의
일치와 불일치를 조정한다. 이때 발견되는 불일치는 사회의 정상성을 구
성하는 담론 질서의 틈새로, 이는 담론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때문에 담론 질서 밖에서 재난을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담론 질서
란 한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 의한 것이므로, 담론 질서 밖에서 재난을 바
라보는 데에는 특수한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 관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감성과 지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
게 가능한 보편적 능력인 상상을 경유하여 재난에 접근할 수 있다.120

정리하면, 재난의 재현불가능성은 재현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의 힘에
대한 거부, 그리고 사유 자체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다. 그럼으로써, 재난
의 재현보다는 재현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 이미지에 대한 반성으로, 그
리고 사유에 대한 반성으로 이끈다. 그러나 재현불가능성의 주장은 근본
적으로 재난의 이미지를 거부하면서 재난과 재난의 피해자를 비가시적으
로 만든다. 재난을 보고 들을 수 없을 때, 피해자들의 이미지와 재난이
시야에서 사라진다.121
그렇다면 재난에 형체를 부여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재난과 재난의
피해자들을 보이도록 하고, 보는 이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말할 수 있
도록 권리를 부여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
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재난의 회화적 표현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재난을
표현하는 회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20

해당 단락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Ibid., pp.419-421.

121

이러한 맥락에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재난 이미지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나치가 ‘최종 해결(Endlösung)’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인 ‘유대인 (이미지의)
말살’과 동일한 지점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아감벤에 따르면, “[재현의 포기는] 결국 나
치의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며, “제국의 비밀스러운 권능(the Arcanum
Imperii)과 은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Giorgio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New York: Zone Books, 1999, pp.156-157. 최종철, “‘재난의 재현’이
‘재현의 재난’이 될 때”, op.cit., p.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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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사진을 그리는 회화의 실천과 빈 공간

(1) 재난의 시공간에서 사진을 대신하는 회화

그림은 다소 산만하다.[참고그림 10] 검문소의 하늘색 시설물과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깃발, 구름이 잔뜩 낀 보라빛이 도는 회색 하늘, 건
설중인 것으로 보이는 장벽, 검문소 시설 안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군인,
노란색과 검정색의 바리케이트, 흰 옷을 입고 카피예를 두른 팔레스타인
남성과 그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 그 앞의 빨간색과
하얀색 펜스, 또 다른 이스라엘 군인과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초록색
차, 그리고 차 뒷자석에 누워 있는 팔레스타인 여성과 그녀의 다리 사이
의 아기. 시선은 어지럽게 그림 위에서 움직이다가 “검문소에서의 출생
과 죽음”이라는 제목이 가리키는 핵심적인 장면에 이르러서야 멈춘다. 여
인의 다리는 보는 이를 향해 정면으로 놓여 있고, 벌려진 다리 사이로 아
기의 머리가 나와 있다. 음산한 하늘과 군인들의 권위적인 제스처, 그리
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하는 여인의 제스처에서, 굳이 제목을
참고하지 않아도, 비극적인 상황이 암시된다. 페틴 나스타스 미트와시
(Faten Nastas Mitwasi)는 이 그림에 대해 “만약 그 사건을 찍은 사진
이 있었더라면, 나는 아마 그것을 그리지 않았을 것”122이라고 말한다.
미트와시는 신문 기사에서 언급되는 모든 등장인물과 요소들을 그려
넣는다. 산만함은 이러한 충실함에서 비롯된다. 산만함은 다른 한편으로
는 긴박한 분위기를 강화한다. 그림은 마치 서둘러 찍은 보도사진을 닮
아 있다. 미트와시는 ‘사진이 없는 곳에서’ 사진을 대신하기 위하여, 기
사에서 묘사되는 장면을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Faten Nastas Mitwasi, “It Was Already Too Late”, in Everything Could Be Seen, exhibition
catalogue, Tel Aviv: Um el Fahem Art Gallery, 2004, p.19. (Ariella Azoulay,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 op.cit., p.315에서 재인용)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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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0] 페틴 나스타스 미트와시, <검문소에서의 출생과 죽음 Birth and Death at the
Checkpoint>, 1996.
[참고그림 11] 에두아르 마네,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Exécution de l'Empereur Maximilien du
Mexique>, 1868-69, 캔버스에 유채, 252×30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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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들은 그림의 서사에 집중하게 된다. 카메라가 현실을 기계적으
로 무심하게 모사하는 것을 회화가 그대로 모방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그와 가까운 것이 행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검문소 앞에서 일어나는 출생
과 죽음의 사건이 사실상 점령(the Occupation) 상황에 놓인 팔레스타
인에서 공유되는 경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트와시는 재난의 당사자
로서 증인의 지위를 획득하며, 그의 그림은 증거로서 역할한다. 즉, 그가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는 증인으로서의 지위에 의해 확
보된다. 그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난의 또 다른 증인들을 불러모
은다. 한 개의 소실점을 갖는 전통적인 원근법에 의해, 그림 속의 공간은
사각의 틀을 넘어 외부로 확장된다. 관람자의 자리는 소실점을 근거로
하여 이미지의 정면에 마련되고, 고정된다. 소실점은 여인의 가려진 얼굴
에 위치한다. 관람자는 증인으로서 아기를 잃은 팔레스타인 여성의 고통
을 목격한다.

사진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은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 오랜 시간 지속되
어 왔다.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1868-1869)[참고그림 11] 또한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그려졌다. 마네는
막시밀리안 황제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사건을 그림으
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의 제작을 위해 프랑스 군인을 모델로 섭
외하였고, 당시 군인들의 유니폼과 목격담을 참고했다.123 또한 그는 잡
지 삽화와 사진들을 수집하였는데, 여기에는 막시밀리안 황제가 처형 당
하는 순간과 그 직후를 촬영한 사진, 그리고 황제의 셔츠와 조끼, 관 속
의 시신, 시신이 묻힌 장소를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되었다.124 이러한 사
진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에 진실성을 담보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마네는 객관적 증거를 활용하는 실증적인 접근
이경률, “역사그림에 나타난 사진의 진실과 관찰자적 재현”, 『비교문화연구』, 2012,
Vol.29, p.36.
123

124

Ibid.,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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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역사화에 숨겨진 지배 계층의 정치적 이데올로
기와 작가의 견해를 배제한 새로운 역사화를 완성했다.125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을 거쳐, 점차 회화
에서 사진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경률은 이러한 변화가 20세기 모더니
즘의 폐쇄성과 사진 매체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126
이에 덧붙여, 회화의 속도와 사진의 속도, 그리고 세계가 변화하는 속
도 사이의 격차는 사진과 회화의 관심사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전쟁에 사용되는 최첨단 과학 기술은 무기와 이미지의 양면에서 재난의
공간을 변화시켰다.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폭력의 공간에 접근
하는 것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전쟁 무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기계적 이미지는 전쟁의 이미지를 변화시킨다. 모니터 상의 그
래픽이나 ‘버섯 구름’ 등의 형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할 폭력의 실체
를 가리는 데 사용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미지 자체가 전쟁과 테러
에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오늘날, 회화는 사진 이미지의 객관성에 기대어
폭력적 사건의 진실을 기록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때문에 폭력을
다루는 동시대 회화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재난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며,
그것의 사진적 이미지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검문소에서의 출생과 죽음>은 재난 상황
을 그리는 회화의 특수한 사례가 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트와시
의 그림이 ‘사진이 없는 곳에서’ 사진을 대체하며 나타난 시각적 증언이
기 때문이다. 재난의 시공간에서 이미지의 연약한 힘은 재난 당사자가 의
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도구이기도 하다. 미트와시의 그림이 지니
는 윤리적·정치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

125

Ibid., p.28.

126

Ibid.,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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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 재난과 멀리 떨어진 시
공간에서 그려지는 재난의 그림들은 어떠한 윤리적·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그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가?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적 제안으로서, 연구자는 ‘빈 공
간’이 사진뿐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빈 공간’은 권력의 자리이지만 권력의 ‘빈’ 자리로, 민주
적인 권력의 존재 방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즉, 권력은 누군가의 대
리, 대표, 재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화는 그리는 사람의 감성과 지성,
그리고 육체적 활동의 직접적 표현이다. 때문에 회화는 대개 그것을 그
린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어려운 매체로 여겨져 왔다. 연구자는 뤽 투이만
(Luc Tuymans, 1958-)과 마를렌 뒤마(Marlene Dumas, 1953-)의 회
화의 분석을 통해 회화에서 가능한 ‘빈 공간’과 그것의 성격, 그리고 재
난을 표현하는 회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재난의 시공간으로부터 멀리 위치한 회화 1 - 뤽 투이만

투이만은 역사라는 서사와 회화, 그리고 사진 사이에 놓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탐구한다. 그가 다루는 주제는 홀로코스트를 비롯하여, 유럽
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민족주의, 9.11과 이후의 미국 사회, 질병 등, 20
세기의 폭력적 역사부터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이른다.127 이와 관련하
여, 투이만이 관심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재현의 체계이다. 재난을
야기하는 체계와 재난을 재현하는 체계는 지배 권력에 의해 통제됨으로
써 서로 겹쳐진다. 때문에 투이만은 재난의 재현 자체를 의심한다. 그는

Helen Molesworth, “Luc Tuymans: Painting the Banality of Evil” in Madelein Grynsztejn and
Helen Molesworth(eds.), Luc Tuymans, New York: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Distributed Art Publishers, 2009, pp.1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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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사진의 재현적 체계와 회화의 재현적 체계
를 서로 충돌시킴으로써 각각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한다.

<가스실 (Gaskamer)>(1986)[참고그림 12]은 투이만이 다카우 학살수
용소를 방문했을 때 직접 그린 수채화 드로잉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
다. 가스실 자체가 아니라 드로잉을 옮긴 것처럼 그림은 전체적으로 오래
된 종이의 노란빛을 띈다. 특히 가장자리가 더 진하게 처리되면서, 종이처
럼 바래어가는 기억 속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투이만이 그린 ‘아우슈비
츠’는 충격적인데, 이는 ‘아우슈비츠’ 자체의 폭력성에서 비롯되지 않는
다. 그보다는 상상불가능한 재난을 표현한 이미지의 평범함에 기인한다.
가로 80센티미터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크기, 제한적으로 사용된 저채
도의 색들, 단순화된 형태와 최소화된 명암 표현,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
나는 큰 붓터치들은 화면에서 대상의 공간감과 함께 홀로코스트의 역사
적 무게감을 제거한다.
<가스실>은 이로 인해, 마치 대상을 오래 보고 난 후에 눈을 감아도
남아 있는 잔상처럼 보인다. 잔상은 망막에 남아 있는 빛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현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것의 비물질적 잔여이자, 지나간 시선,
혹은 과거의 ‘보기’를 증거한다. 즉, 잔상은 존재했던 것, 바라보았던 것
의 외양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대상의 불충분한 흔적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금’의 시간까지 연장된 과거이다. 따라서 잔상으로 남은 가스
실의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의 변증법으로서 나타난다. 디디-위베르만이
말하는 ‘몽타주로서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잔상으로서의 가스실은 과
거와 현재의 시간을 동시에 내포하며, 여기에 ‘곧 사라질’ 미래의 불안한
운명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잔상은 바라보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
기 때문에 미래의 ‘없음’ 이전의 경계적인 시간대에 놓여 있다. 미래에 잔
상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 때문에 아직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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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2] 뤽 투이만, <가스실 Gaskamer>, 1986, 캔버스에 유채, 61×81.5cm.
[참고그림 13] (시계방향으로) 뤽 투이만, <시간 Die Zeit>, 1988, 캔버스에 유채, 37×40, 39×40,
30×40, 41×40cm.

77

않은 과거로서의 “최종 해결”128, 혹은 미래의 운명은 바라봄의 지속에 달
려 있다.

투이만은 1988년에 <가스실>과 유사한 주제로 <시간 (Die Zeit)>[참고
그림 13]을 제작했다. 작은 유화들 네 점이 한 작품을 이루면서, <시간>의
전체적인 구성은 영화적 편집을 연상시킨다. 투이만은 회화, 사진, 영화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의 기법들을 활용하는데, 이는 그가 참조하는 자료들
의 매체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드로잉을 포함하여, 가족 사진,
저널리즘 사진, 직접 연출한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 드라마나 영화, 다큐
멘터리 영상의 정지 화면 등, 투이만은 다양한 매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
들을, 각각의 재현 체계를 가시화하려는 목적으로 그림 속에 섞어놓는
다. 이때 회화도 다른 자료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때문에 투이만의
그림들은 회화뿐만 아니라 기계가 포착하는 이미지의 논리를 포함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129
일반적인 영화적 편집이 서사를 드러낸다면, <시간>은 마치 중간중간
이 삭제된 듯한 불완전한 서사이다. 장면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넓은 광
장에서 상점의 텅 빈 진열대로, 그리고 둥근 물체 두 개로 점차 내부를
향해 좁혀 들어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선글라스를 쓴 남성의 얼굴 사진
이 콜라주된 그림에서 완료된다. 마치 재생되고 있는 영화에서 시간을 두
고 한 장면 한 장면 추출해낸 것 같은 그림들은, 시간과 공간의 삭제를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그 끝에 남겨진 잔여이자, 모호한 ‘시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다. 이 조각들은 앉아 있는 인물의 콜라주된 얼굴

128

“최종 해결은 감추어진 무언가이고, 나는 그것을 문화적 담론 내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은유로서 보일 수 있다. 나는 최종 해결을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바라본다. 나는 윤리적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의 금기적 측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다.” (Luc Tuymans, “Juan Vecente Aliaga in
Conversation with Luc Tuymans” in Ulrich Loock et al., Luc Tuymans, London: Phaidon, 2003,
p.25 (Lanka Tattersall, text for Gaskamer, Ibid., p.76에서 재인용)
129

Helen Molesworth, op.cit.,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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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에서 강하게 그 불완전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사진 조각
은 사진에 의한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사진과 지표적으로 연결된 대상
의 망각을 암시한다.
그림 속 장면들과 편집 방식에 의해, <시간>의 시간은 공간으로 전환
된다. 이것은 사진적 재현의 과정을 거꾸로 반복한다. 사진은 공간을 포
착하면서 과거의 시간과 연결된다. 반면, <시간>은 홀로코스트라는 과거
의 기억에 남겨진 공간을 시각화함으로써 현재의 망각을 암시한다. 한
편, 제목 “Die Zeit”는 ‘그 시간’으로, 고유명사로 부를 수 없거나 부르
지 않으려는, 이름을 부르는 데 주저함이 드러나는, 기억과 망각의 경계
에 놓인 시간이다. 때문에 이 시간은 <가스실>과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재난으로서의 시간이다.
<시간>을 이루는 그림들 하나 하나가 가리키는 것은 모호하다. 투이만
의 설명에 의하면, 첫 번째 장면은 나치 친위대의 병영이고, 두 번째 장면
은 텅 빈 진열대이며, 세 번째 장면의 둥근 물체 두 개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시금치 알약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에 콜라주
된 인물 사진 조각은 과거 나치의 선전 잡지였던 『시그널 (Signal)』에서
잘라낸 것으로, 나치 친위대 참모부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이다.130 투
이만의 회화들은 대부분 모호하고, 제목도 그림을 이해하기에 충분치 않
다. 그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투이만은
전시와 연계된 인터뷰와 에세이 등을 통해 작품들에 대한 보충적 담화들
을 제공한다. 울리히 로크(Ulrich Loock)는 그림들에 정보를 추가하고,
아이디어의 흐름을 추적하게 하는 이 담화가 “지표적이고 상징적인 재현
의 결핍의 신호이고, 투이만의 작품들의 상징적인 불완전함의 암시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에 구조적으로 필요한 것”131이라고
말한다.
Prudence Peiffer, “text for Die Zeit” in Madelein Grynsztejn and Helen Molesworth(eds.),
Luc Tuymans, New York: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Distributed Art Publishers,
2009,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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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en Molesworth, op.cit.,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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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만 회화의 또 다른 특징은 얇은 공간 표현이다. 이는 단순히 스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재현의 해체와 관련한다. 사실적 재현의 대표적인 기
법인 원근법은 2차원 평면 위에 3차원의 공간감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
다. 원근법은 실제의 물리적 차원을 거부하면서 회화적 사실주의의 환영
을 드러낸다. 원근법의 공간에서는 소실점을 중심으로 공간이 형성된다.
이 소실점에 주체의 시선이 일치되면서, 주체는 그려진 공간을 통제한다.
즉, 하나의 소실점에 근거한 공간은 그 공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주
체에게 부여한다. 한편, 근대 사회에서 ‘봄’ 지식과 권력을 생산하는데,
소실점은 이 ‘봄’을 조정한다. 사실상 소실점은 시각적, 의미론적 차원에
서 ‘봄’을 통제하는 주체의 권한을 상징하며, 보는 이의 시선을 소실점의
자리로 고정시킨다. 정리하면, 하나의 소실점에 의한 선원근법의 공간은
주체가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을 모두 결정하는 공간이다.
버거는 회화와 사진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에 있다고 설명한다. 회화
는 완성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 사진은 순식간이
면 충분하다. 그리고 회화의 표면에 부여되는 시간은 균일하지 않은 반
면, 사진의 표면에 부여되는 시간은 균일하다. 다시 말해서, 그리기의 과
정에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의 가치 차에 따라 시간이
분배되는 데 비해, 사진의 제작 과정에서는 그러한 가치 판단이 배제된
다.132 투이만은 색을 제한하고 묘사를 절제하면서 회화의 시간을 사진
의 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만든다.
투이만의 회화에서는 사진적 평면성과 회화의 원근법의 체계가 충돌하
면서 하나의 소실점에 의해 “재현된 공간의 조작과 [주체의] 주관적인 암
시”133가 폭로된다. 동시에, 원근법에 의한 환영적 공간의 거부는 이미지
와 ‘봄’을 통제하는 주체를 해체한다. 이에 따라, 관람자의 ‘봄’ 또한
불안정해진다.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원근법의 공간은 관람자의 자리를 결

132

존 버거, 장 모르, op.cit., p.92.

133

Helen Molesworth, op.cit.,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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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회화의 메세지를 전달해 왔다.134 원근법의 해체는 주체에 의해 고
정되고 결정되었던 관람자의 자리와 메세지를 주체와 함께 사라지도록
한다. 그리고, “제목의 언어적 효과에서부터 이미지가 가진 문화·역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암시와 환영 같은 참조들의 혼합물이 넘쳐나는 상태
에서”135, 관람자는 이미지를 보완하고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존재로서 상
상된다. 로크는 이에 대해, “투이만의 회화의 관람자가 되는 것은 걸어다
니는 캡션(the walking caption)으로서 삽입되는 것”136이라고 말한다.

한편, <가스실>과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이만의 그림들이 제
기하는 질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연결된다. 이는 1961년에 일어난
패트리스 루뭄바(Patrice Lumumba) 암살 사건과 식민주의를 다룬 회화
연작 열 점에도 반영된다.137 《므와나 키토코: 아름다운 백인 (Mwana
Kitoko: Beautiful White Man)》은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 벨기에관의 전시
제목이다. 투이만은 다큐멘터리 영상(<므와나 키토코 (Mwana
Kitoko)>[참고그림 14], <표범 (Leopard)>[참고그림 15], <재건
(Reconstructon)>[참고그림 19]), 잡지 사진 (<루뭄바 (Lumumba)>[참고
그림 18], <트숌베 (Tsjombe)>[참고그림 22]), 스냅 사진 (<선교학교 (The
Mission)>[참고그림 21], <레오포드빌 (Leopoldville)>[참고그림 17], <조각
(Sculpture)>[참고그림 16]), 직접 상상하고 연출해서 촬영한 사진(<분필
(Chalk)>[참고그림 20], <디오라마 (Diorama)>[참고그림 23])들을 바탕으
134

Ibid., pp.21-23.

135

Ibid., p.23.

136

Ibid., p.23.

137

루뭄바(1925-1961)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콩고민주공화국(현) 최초의 수상이다. 그는 벨

기에서 콩고가 독립한 지 7달만에 암살되었다. 벨기에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콩고를 통
합시키고자 했던 루뭄바는 벨기에 정부와 콩고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이권을 챙기려는 미
국 정부,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은 콩고 분리주의자 정치인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Lanka
Tattersall, text for “Mwana Kitoko: Beautiful White Man” Exhibition, Venice, 2001, op.cit.,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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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4] 뤽 투이만, <므와나 키토코 Mwana Kitoko>, 2000, 캔버스에 유채, 208×90cm.
[참고그림 15] 뤽 투이만, <표범 Leopard>, 2000, 캔버스에 유채, 140×128.3cm.

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가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마네가 <막시밀
리안 황제의 처형>에서 보여준 것과 차이가 있다. 마네는 사진적 자료의
객관성을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
던 반면, 투이만은 사진의 ‘객관성’ 자체를 의심한다.
때문에 투이만은 그림 속에서 자료들을 그가 다루는 사건의 직접적 증
거로 사용하기보다는, 재현 체계를 암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표범>은 텔
레비전 화면에 비춰진 다큐멘터리 영상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이는 그림 가장자리에 그려진 프레임에 의해 암시된다. 다큐멘터
리 영상의 생생함은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투이만의 그리기를 거치면서,
바래고 평평해진다. <분필>은 루뭄바 암살 당시에 뽑힌 그의 이 두 개를
암시한다. 투이만은 이를 부러진 하얀 분필 두 조각으로 대체하여, 진실
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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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6] 뤽 투이만, <조각 Sculpture>, 2000, 캔버스에 유채, 155×64cm.
[참고그림 17] 뤽 투이만, <레오폴드빌 Leopoldville>, 2000, 캔버스에 유채, 55×84cm.
[참고그림 18] 뤽 투이만, <루뭄바 Lumumba>, 2000, 캔버스에 유채, 62×46cm.
[참고그림 19] 뤽 투이만, <재건 Reconstruction>, 2000, 캔버스에 유채, 113×1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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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0]
뤽 투이만, <분필 Chalk>,
2000, 캔버스에 유채,
72.5×61.5cm.
[참고그림 21]
뤽 투이만, <선교학교 The
Mission>, 2000, 캔버스
에 유채, 82.6×128.3cm.
[참고그림 22]
뤽 투이만, <트숌베
Tsjombe>, 2000, 캔버스
에 유채, 73×108cm.
[참고그림 23]
뤽 투이만, <디오라마
Diorama>, 2000, 캔버스
에 유채, 295.9×28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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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네 점으로 이루어진 <시간>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므와나 키토코: 아름다운 백인》의 그림들에는 다양한 스타
일이 적용된다. 자료들 하나 하나가 서로 다른 매체들에서 추출된 만큼이
나 그림들 또한 서로 다른 파편들로서 따로, 또 같이 존재한다. 역사적
사건이 미디어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론을 통해 재현되듯이 투이만의 그
림들은 미디어와 그것이 매개하는 현실 사이에 놓인 조각으로서 불완전
한 서사를 구축한다. 조각으로서 그의 회화는 동시대의 시각적 경험을 반
영한다. 투이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지 만들기와 읽기를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로서 심각하게 여기도록 유도”138한다.

《므와나 키토코: 아름다운 백인》의 그림들은 투이만의 다른 그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는 작품이 전시되
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역사와 정치,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
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 《므와나 키토코: 아름다운 백인》이 처음 전
시되었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국가관 전시와 수상 제도 등에 의해 작
가의 국적이 특히 강조된다. 각 국가관의 설립 시기와 장소에서부터 참여
국의 문화 수준과 경제력, 정치력이 가시화되며, 전시된 작품은 해당 국
가를 ‘대표’하며 다른 국가들과 경쟁한다.139 특히, 벨기에관은 1907년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관이기도 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작품에서 다뤄지는
벨기에 제국주의와 베니스 비엔날레의 전시 구조가 만들어내는 내셔널리
즘은 동일선상에 놓이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서 제시된다.

이에 비해, <정물 (Still Life)>(2002)[참고그림 24]은 작품이 발표되기
한 해 전에 발생했던 9.11 테러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9.11 테러의 이미
Ralph Rugoff, “Luc Tuymans: Inside the Box” in Madelein Grynsztejn and Helen
Molesworth(eds.), Luc Tuymans, New York: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Distributed
Art Publishers, 2009, pp.56-57.
138

139

김정희, “베니스 비엔날레(1895-2003)의 역사와 당대 미술과의 관계”, 『현대미술사연

구』, 2005, 17,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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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4] 뤽 투이만, <정물 Still Life>, 2002, 캔버스에 유채, 347×500cm.

지와 서사 모두를 거부하며 나타난 정물화로, 다양한 비평과 논쟁을 불
러왔다. 2002년 카셀 도큐멘타를 앞두고,140 투이만이 9.11 테러를 다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전시실에 설치된 작품은 2년 전 베
니스 비엔날레의 회화 연작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거대한 정물화였다.
<정물>은 가로 500센티미터의 대형 회화로, 투이만의 그림들 중에서 가
장 크다. 투이만은 이 그림에 창백하고 흐릿한 낮은 채도의 색들을 사용
하였다. 화면 중앙에는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병과 과일 몇 개가 단조롭
게 그려져 있고, 주변은 텅 비어 있다. 배경 공간은 바닥을 나누는 경계선
없이 마치 안개에 싸여 있는 것처럼 모호하며, 그림의 가장자리가 약간
어둡게 처리되어 있다. 중앙을 향해 살짝 밝게 표현된 명암 때문에, 병과

140

오쿠위 엔위저(Enwezor, O.)가 총감독을 맡았던 11회 카셀 도큐멘타는 ‘세계 속의 평화’

를 주제로 채택하였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제국주의 시대의 폭력적 역사, 민주주의와 정
의, 동시대 전쟁과 테러리즘, 문화적 다양성 등의 정치적 문제들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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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들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빛이 비춰지는 텔레비전이나 컴퓨
터의 정지 화면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투이만은 <정물>이 “반-사진 (anti-picture)”이며, “비록 지금까지의
그림들 중 가장 큰 [그림]이지만, 그것은 가장 적은 것을 재현한다.”고 설
명한다.141 관람자가 느끼는 충격은 <정물>이 충격적 요소를 아예 결여하
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142 <정물>은 관람자가 기대했던 9.11 테러
와 관련한 시각적 이미지를 생략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력한 비어 있음
(blankness)”143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비어 있음’은 서사를 거부하는 정물화 장르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것
이다. 정물화의 장르적 전통은 대상의 물질적 존재감을 생생하게 드러내
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환영적 기법은 대상의 표면에 물질적
특성으로서 나타나는 색과 질감을 치밀하고 섬세하게 묘사한다. 반면, <
정물>의 병과 과일들은 흐릿하고 평면적이다. 투이만의 정물화는 정물화
의 전통적 테마인 물질성과 존재의 환기를 생략하면서 정물화에 대한 것
도, 9.11 테러에 대한 것도 아닌, 부정의 상태만을 유지한다. 로넌 맥키니
(Ronan McKinney)는 이와 관련하여 <정물>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부
재’라고 설명한다.
부재하는 것은 ‘상처’이며, 이는 바르트가 푼크툼(punctum)이라고 부
르는 것이다. 투이만 자신은 “그림에는 언제나 약점(weak spot)이 있다.
그림은 언제나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나 구멍을 가져야 한다.”고 말
했다. 바르트에게 푼크툼은 이미지와의 사적 관계에 깊이 남겨지는 반
면, 투이만의 그림들에서 ‘구멍’은 좀더 일반적으로 사회적이거나 역사적

Ronan Mckinney, “Luc Tuymans’ Still Life and the monstration of 9/11”, Textual Practice,
2014, 28:1, p.83.
141

142

Ibid., p.84.

143

Ibid.,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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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그것은 특히 폭력적인 역사가 이미지를 오염시키는 지점으로,
미학과 정치가 만나는 곳이다.144

<정물>은 ‘부재’의 전략을 통해, 역으로 테러리즘과 스펙타클, 제국주
의, 현재와 과거를 모두 소환한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
물화 장르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물화는 대상이 지닌 고유
한 색채와 질감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대상을 가
장 매혹적인 이미지로 고정시킨다. 정물화는 표면에 집착하는 만큼, 서사
를 거부한다. 정물화의 주제는 물질적 풍요로움 그 자체이다. 정물화가
유행하고 성장한 시기가 상업과 교역이 발달했던 근대 제국주의 시대였
다는 점은 당연하다. 정물화는 “‘소유’를 묘사하는 장르이며, ‘대상화’
된 세계, 그 자체로 유럽의 제국주의, 식민지의 정복과 전유를 정당화하
는 논리와 일치한다.”145 이러한 제국주의의 폭력과 착취의 이미지는 전
통적인 정물화의 화려한 표면에 의해 배제된다. 반면, <정물>의 ‘불충분
함’은 역으로 이러한 배제를 가리킨다.146

그림의 의미에 접근하는 것은 중첩된 ‘부재’의 구조로 인해 지연된다.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가 마주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좌절된 기대이
다. 9.11 테러는 이때, <정물>의 ‘비어 있는’ 이미지에 투사됨으로써 등
장한다.147 즉, 보이는 이미지를 넘어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보는 것은 관
람자의 보고자 하는 의지이다. 조셉 레오 코흐너(Joseph Leo Koerner)
는 투이만의 그림 감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 ‘성체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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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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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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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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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물>은 9.11의 모든 이미지를 투사하는 “비어 있는 스크린(blank screen), 혹은 활동하

는 ‘빈 공간(active empty space)’”이 된다. (Ibid.,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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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rance)’148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천주교 미사에서 빵이 믿는 이
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시되는 것처럼, 9.11 테러의 이미지는 보이
지 않음의 한복판에서 보이게 된다. 때문에, <정물>은 ‘스크린 (screen)’
이 된다. ‘스크린’은 이미지를 기다리며 비어 있는 공간이며, '그리기' 이
후에 시작되는 ‘바라보기’를 위한 공간이다. 전통적인 회화의 ‘창’이 고
정된 하나의 시점과 이미 결정된 의미를 제공하며 관람자를 통제하는 반
면, ‘스크린’에서는 관람자가 스스로의 ‘보기’와 그것의 의미를 결정한
다.
<정물>은 관람자의 기대를 방해하고 갑자기 튀어 나온 이미지이다. 그
러나 <정물>은 폭력적 이미지의 스펙타클과 그것의 소비를 봉쇄시키면
서, 9.11 테러에 대한 사유와 재현의 정치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하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를 묻는
관람자의 의지이자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2002년 카셀 도큐멘타의 구체
적 상황이 제공하는 맥락이다.

정리하면, 투이만은 과거의 폭력적 사건을 동시대의 문제로 다룬다. <
가스실>과 <시간>, 《므와나 키토코: 아름다운 백인》, 그리고 <정물>이 다
루는 과거의 사건들은 해결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제
적 상황으로서 해석된다. 투이만은 이전 사건의 파편들을 지금의 시간에
펼쳐 놓는 것에서 멈추면서 의미의 ‘빈 공간’을 열어둔다.

(2) 재난의 시공간으로부터 멀리 위치한 회화 2 - 마를렌 뒤마

투이만의 회화가 이미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는 반면, 뒤마의 회화
는 이미지에 대한 친밀함과 매혹, 불편함 등의 복합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148

Ibid.,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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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이만은 의심스러운 이미지가 갖는 불완전함을 이성적이고 분석적
인 방식으로 자신의 회화에 배치시킨다. 한편, 뒤마는 이미지에 대한 순간
적 인상을 자유롭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투이만과 마찬
가지로, 뒤마의 회화 역시 재현 체계에 대한 의심을 표출하며, 이미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뒤마는 다양한 범주의 인물들을 그린다. 뒤마 자신이 “[그림들은]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의 기록”149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자녀와 지인을 비
롯하여 명화 속 인물, 광고 이미지 속 모델,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 정치
인, 아기, 죽은 사람, 성매매 여성 등이 그의 이미지 아카이브에 포함된
다. 뒤마는 비계획적이고 우연적인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어가며, 그의 그
림들은 표현적이거나 야성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다. 뒤마의 회화
는 매우 폭넓은 주제를 포괄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
를 반영하는 작품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뒤마는 대학 졸업 이후인 1976년에 네
덜란드로 자진 망명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라는 배경은 그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되어 왔다. <악은 평범하다 (Evil is
Banal)>(1984)[참고그림 25]는 뒤마의 가장 잘 알려진 자화상이다. 느슨
하게 그려진 인물의 얼굴에서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고 있다. 오른쪽 위에
서 시작된 밝음은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회색에 의해 차단된다.
이 회색은 전통적인 명암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데, 양감을 얻기 위한 어
두움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닌 불길한 무엇이다. 얼굴의 밝고 어두운 관계
는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 손으로 이어진다. 턱 아래 놓인 손은 중앙을
지나는 세로축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람자를 향해 있는 손등과
손가락은 어두운 회색으로 덮여 있다. 검은 색이 손 주위와 얼굴의 오른
편을 감싸고 올라오면서, 주변의 밝은 색상과 대비를 이룬다.
Marlene Dumas, Barbara Bloom, “Interview” in Dominic van den Boogerd, et al. (eds.)
Marlene Dumas, New York: Phaidon, 2010, p.14.
149

91

[참고그림 25]
마를렌 뒤마, <악은 평범하다
Evil is Banal>, 1984, 캔버스
에 유채, 125×105cm.
[참고그림 26]
마를렌 뒤마, <검은 드로잉들
Black Drawings>, 1991-92,
종이에 잉크와 수채, 111장의
드로잉들, 각 25×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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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은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한 악이 근원을 갖지 않으며,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악을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 냉소주의와
연결시킨다. 냉소주의는 세계에 대한 관심의 상실로, 인간과 인간 ‘사이’
에 대한 상실이며 ‘현상의 공간’의 상실이다.150 ‘현상의 공간’과 함께
타자들이 사라지면서, 개인은 스스로 표상으로 전락한다. ‘표상의 공간’
에서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백인, 혹은 흑인으로서 존재한다. <악은 평범
하다>에는 그가 이러한 냉소주의를 깨달았을 때의 경악, 백인으로서 자신
이 누리는 특권적인 지위가 타자를 억압하는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
실을 깨달았을 때의 경악, 그리고 이러한 악이 편재함을 깨달았을 때의
경악이 담겨 있다.

<검은 드로잉들 (Black Drawings)>(1991-92)[참고그림 26]은 흑인의
두상을 그린 작은 수채화 드로잉들 111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그린 드로잉들은 단순한 이미지에서 오는 강
렬함과 수채화의 풍부한 뉘앙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마르지 않은
표면 위에 덧 그리는 ‘웻 온 웻(wet-on-wet)’은 뒤마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다. 뒤마는 인물의 세부적인 형태를 위해 물감의 움직임을 제한하
지 않는다. 그보다는 젖은 표면 위에서 물감이 자유롭게 번지고 흐르도
록 허용하면서 이미지를 심리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는 화가의 제스처를
거의 남기지 않는 ‘웻 온 웻’의 번짐 효과에 의한 것이다. 우연적인 효과
와 이미지를 조절하는 뒤마의 의지가 교차하면서 대상의 재현은 작가의
완전한 통제를 벗어난다.
뒤마는 111명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그린다. 그려진 사람들의 얼굴
은 다양한 방향을 향해 있다. 시선들도 다양하고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
도 저마다 다르다. 사람들의 피부색과 어둡기도 조금씩 다르며, 주위에

150

사이토 준이치, op.cit.,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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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는 빛도 다르다. <검은 드로잉들>은 개별적인 흑인들의 집단 초상화
로, 개인은 흑인의 정형성으로 축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 이들은 어두
운 피부색이라는 단 하나의 특징을 공유하는데, 이 어두움 마저 다양한
톤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검은 드로잉들>은 흑인이라는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움직이며, ‘현상의 공간’을 환기시킨다.
뒤마는 자료 사진 이미지의 기계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주관적인 것
으로 전환한다. 그는 인물 사진을 어느 순간 가시화되는 순간적인 분위기
로서 이해한다. 이는 마네가 사진을 이해하고 사용한 방식과 정확히 반대
되며, 투이만이 사진 이미지를 다루는 태도와도 거리가 있다. 순간적이
고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하면서, 사진의 객관성과 회화의 주관성은 뒤마
의 그림에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침투하며 공존한다.

<검은 드로잉들>이 흑인들의 집단 초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
은 <검은 드로잉들>이 아파르트헤이트(aprtheid)를 다루거나 차별과 혐
오의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인 작품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백인들의 집
단 초상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정치성을 갖지 않는다. 마치 남성으로
만 구성된 사회 지도층의 사진에 비해 여성으로만 구성된 사회 지도층의
사진이 어색하거나 특정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처럼, <검은 드로잉들> 자
체가 아니라 이러한 ‘보기’가 <검은 드로잉들>을 ‘정치적인 것’으로 만
든다. 즉, ‘보기’는 투명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검은 드로잉들>
에서 개인들이 형성하는 복수성의 공간, 거기에 더해지는 관람자의 시선,
시선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위계, 관람자들 각각의 해석, 그리고 그러한
해석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모두가 <검은 드로잉들
>의 정치성을 구축한다.

이보다 앞서 그려진 <백색병 (The White Disease)>(1985)[참고그림 27]
과 <알비노 (Albino)>(1986)[참고그림 28]는 <검은 드로잉들>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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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7] 마를렌 뒤마, <백색병 The White Disease>, 1985, 캔버스에 유채, 125×105cm.
[참고그림 28] 마를렌 뒤마, <알비노 Albino>, 1986, 캔버스에 유채, 130×110cm.

맥락으로 타자의 문제를 다룬다. 이 그림들이 겨냥하는 것은 아파르트헤
이트이다. 전자는 백색병을 앓고 있는 여성의 초상이며, 후자는 선천성
색소 결핍증을 앓고 있는 흑인의 초상이다. 관람자를 향해 정면을 바라
보는 시선과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려진 얼굴은 그림 속 인물을 바라보
는 것을 불편하고 강렬한 체험으로 만든다. 이 불편함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각각의 제목인 “백색병”과 “알비노"가 그 단서가
된다. <악은 평범하다>와 <백색병>, 그리고 <알비노>가 제작된 1980년대
중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가 가장 폭력적인 모습
을 보였던 시기다. 도미닉 반 덴 부거트(Dominic van den Boogerd)는
“피부의 고통이 재현하는 것은 더 넓은 비극으로, 백인의 남아프리카에서
‘검은 문제(the black problem)’로 알려진 것이며, 이 터무니없는 표현
은 “백색병”이라는 제목에서 역전된다.”151고 설명한다. 즉, 아파르트헤이

Dominic van den Boogerd, “Survey: Hang-ups and Hangovers in the Work of Marlene
Dumas” in Dominic van den Boogerd, et al. (eds.) op.cit;, p.42.
151

95

트가 지배 계층에 의해 재현되면서 발생하는 모순-그것이 검은 색의 문제
이거나, 검은 색이 문제라는 관점-이 뒤마의 두 그림을 통해 드러난다.

2010년, 뒤마는 뉴욕에 위치한 데이빗 즈위너 갤러리(David Zwirner
Gallery)에서 ⟪벽에 기대어 (Against the Wall)⟫152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시된 대부분의 그림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
록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2008년 12월 27일에서 2009년
1월 18일 사이, 이스라엘군은 ‘캐스트 리드 (Cast Lead)’ 작전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켰다. 이는 하마스가 2006
년에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
라엘 각각이 입은 피해 규모의 격차로 인해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지탄
을 받았다.153 한편, 미국이 1월 9일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
택하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으나 결의안
을 철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벽에 기대어⟫의 그림들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당시 가자 전쟁의 여파가 반영되어 있다. 전시의 시기와 장소에
의해, 정치적 주제의 암시는 좀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전시된 그림들은 전
쟁이나 테러의 폭력적인 장면보다는 그 이전과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
는 점령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검은 드로잉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뒤마
의 그림들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판단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
람자에게 넘겨진다. 여기에는 뒤마가 참조하는 사진 이미지와 그것들을
토대로 그려진 그림들이 현실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 아니며, 지배 이
Marlene Dumas, Against the Wall, 2010.3.18.-4.24., David Zwirner Gallery (New York).
<https://www.davidzwirner.com/exhibitions/against-wall#/installation-views, 2020.1.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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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팔레스타인인들 1400명이 사망하였고, 5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수백 명이 비무

장한 시민들이었으며, 여기에는 어린이 약 300명과 여성 115명 이상, 50세 이상 노인 약 85
명이 포함되었다. 인권단체는 사망자의 2/3가 민간인들이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스라
엘 사망자는 13명이었고, 이 중 10명이 군인이었다. 부상자는 약 500명이며, 그 중 300명 이
상이 군인이었다. (Peter Benenson (ed.), Israel/Gaza, Operation “Cast Lead”: 22 Days of
Death and Destruction,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 200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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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와 같은 외부적 요소가 관여하는 재현의 언어에 의해 매개되는
현실의 파편들, 조각들이라는 사실이 전제된다.154

<통곡하는 벽 (Wall Wailing)>(2009)[참고그림 29]과 <울고 있는 벽
(Wall Weeping)>(2009)[참고그림 30]은 이스라엘군이 예루살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인들을 심문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다. 두 팔을 들어 손바
닥을 벽에 붙힌 채 기대어 서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은 <벽 (The
Wall)>(2009)[참고그림 31]에서 기도하고 있는 정통파 유대교도들의 모습
과 대비된다. <통곡하는 벽>과 <울고 있는 벽>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
과 제목은 이스라엘 디아스포라(diaspora)의 상징인 ‘통곡의 벽(The
Wailing Wall)’을 환기시킨다. 두 그림은 고통을 겪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현재까지도 폭력적으로 반복되는 역사를 암시한다.
<통곡하는 벽>, <울고 있는 벽>, 그리고 <벽>의 크기는 모두 동일한데,
<벽>에서는 인물들이 좀더 작게 그려지고 위로 향하는 세로선이 강조되
어 높게 솟아있는 벽에 시선이 집중된다. 뒤마는 이 그림의 제목에 ‘통곡
하는’이나 ‘울고 있는’과 같은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아파르트헤이트
장벽 안으로 격리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벽은 삶을 위협하는 재난 그 자
체이다. 반면, 이들이 겪는 재난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벽은 이스라엘인들에게서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의 고통을 분리
시키고 차단하여 보이지 않게 만든다. 벽은 두 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 그러나 벽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의 포즈와 이들이 입고 있는 흑백
의 옷이 강조하는 시각적 유사성은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진실을 암시한다.155

Marlene Dumas, Andrea Büttner, Jennifer Higgie, “To Show or Not To Show”, Tate Etc.,
2015, spring, pp.51-52.
154

155

Ibid.,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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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9] 마를렌 뒤마, <통곡하는 벽 Wall Wailing>, 2009, 캔버스에 유채, 180×300cm.
[참고그림 30] 마를렌 뒤마, <울고있는 벽 Wall Weeping>, 2009, 캔버스에 유채, 180×300cm.
[참고그림 31 ] 마를렌 뒤마, <벽 The Wall>, 2009, 캔버스에 유채, 180×300cm.
[참고그림 32] 마를렌 뒤마, <이성의 잠 The Sleep of Reason>, 2009, 캔버스에 유채, 109×90cm.
[참고그림 33] 전시전경, 《벽에 기대어 Against the Wall》, 2010, 데이빗 즈위너 갤러리 (David
Zwirner Gallery), 뉴욕.
[참고그림 34] 마를렌 뒤마, <바라보는 남자 Man Watching>, 2009, 캔버스에 유채, 200×100cm.
[참고그림 35]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Der Wanderer über dem
Nebelmeer>, 1818년경, 캔버스에 유채, 95×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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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잠 (The Sleep of Reason)>(2009)[참고그림 32]과 <마음의 장
애물 (Mindblocks)>(2009), 그리고 <바라보는 남자 (Man
Watching)>(2009)[참고그림 34]는 모두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실제로 이
세 그림은 한 곳에서 모두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참고그림 33]
먼저, 양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을 그린 <이성의 잠>은 뒤마가
25년 전에 그린 <악은 평범하다>를 연상시킨다. <이성의 잠>에서 뒤마는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성의 잠”이라는 제목은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했던 사고력의 결여와 반성 능력의 결여156를 뜻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제기되는 것은 첫째, 팔레스타인의 ‘임박한 재난’
의 상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제한되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
라 동시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 둘째, 이러한 ‘임박한 재난’
을 초래하는 악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의 잠”
으로 표현된 무관심이 바로 편재하는 악 자체라는 사실이다.
한편, <바라보는 남자>에서 군인의 뒷모습은 화면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그림의 세로 길이는 200센티미터로, 군인은 거의 등신대로 그려졌
다. 배경은 모호하게 처리되었지만 붓터치와 색채에 의해 잔혹한 장면이
암시된다. 군인은 검은색의 넓은 붓터치와 선들로 단순하게 그려졌다.
한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뒤돌아 서 있는 군인의 모습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Der
Wanderer über dem Nebelmeer)>(1818년경)[참고그림 35]를 연상시킨
다. 이 그림은 발표 당시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그려진 지 약
100년 후 독일적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나치의 선전에 활
용되었다. 때문에 앞서 설명한 세 점의 ‘벽’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바라
보는 남자>에서 현재는 유럽의 폭력적 과거와 연결되며, 팔레스타인인들
의 비극은 유대인들의 비극과 겹쳐진다.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재난과 현

156

김상현, “칸트 미학의 정치철학적 함의: 아렌트적 해석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2004, 제24집,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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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책임,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군인으로 표현된- 체제
를 움직이고 유지시키는 수많은 개인에게 주어진다.

뒤마에게 사진은 역사적 사건이나 현실의 객관적 기록 이상이다. 사진
이미지가 뒤마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것의 즉각적인 인상이다. 사진 이미
지의 중요성은 사진이 현실의 불완전한 조각이기 때문에 상상이 관여해
야 하는 그 인상에 있다. 뒤마는 자신의 그림에서 자료 사진 이미지와 관
련한 외부의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
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미지
이다.157
투이만과 유사한 태도로, 뒤마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몫을 관람자의 영
역에 남겨 놓는다. 뒤마와 투이만이 견지하는 초도덕적(amoral)인 태도
는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보기에 앞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함축한다. 심판은 관람자의 몫이며, 뒤마는 자
신의 권한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한정시킨다.158 그는 그림에 대한
작가의 배타적 권위를 거부하면서, 자신은 “[이미지를] 포착하거나 재창
조하는 것보다 참조하고 제시”159한다고 말한다. 뒤마는 이러한 방법으
로 그림과 자신 사이에서 거리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그의 그림들은 이
미지를 만들어가고 의미를 형성하는 전 과정에서 열린 채로 유지된다. 투
이만의 관람자들이 다양한 보충적 담화들과 참조들에 의해 “캡션으로서
의 관람자”로 의미 형성에 참여한다면, 뒤마의 관람자들은 좀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미지에 연결되며, 의미를 생성해 나간다. 그림들은 경유되거
나 매개한다. 관람자들은 그림에 남겨진 뒤마의 주관적인 흔적을 통해,

“The Making of Marlene Dumas’s The Widow”, T Magazine, 2014.8.20. <https://
www.nytimes.com/2014/08/20/t-magazine/the-making-of-marlene-dumass-the-widow.html,
2020.1.5.>
157

158

“서사는 ‘현존(presence)’으로 용해된다. 관람자들은 법정에 복귀한다.” (Ibid., p.123.)

159

Ibid.,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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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관계 맺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며, 그림들 역시 사진의
중립성을 극복하면서 관람자들의 주관성에 도달한다.160

회화는 사진과 다른 방식으로 고통과 폭력을 다룬다. 앞서 말했듯이,
재난을 다루는 대부분의 회화들은 사건으로부터 시간과 거리를 두고 그
려진다. 투이만과 뒤마의 회화는 주어진 거리를 오히려 더 넓히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수집된 자료들은 시각적으로 충실히 묘사되지 않는다. 자
료들은 구체적인 정보와 불완전한 이미지 사이를 왕복하는 조각들에 불
과하며 회화는 그 불완전함을 표현한다. 때문에 투이만과 뒤마의 그림들
은 의미를 지연시키면서 오히려 관람자들에게 “들러붙는다”161. 그 결과
투이만과 뒤마의 회화는 -현실로부터의 단절이 아닌- 끊임 없는 연결이
자 ‘매개’로서 작동한다. 관람자들은 그림 주위를 천천히 맴돌다가 결국
에는 의미에 다가가게 된다. 요컨대, 투이만과 뒤마의 회화는 ‘바라보기’
를 지속시킨다. 이 지속적인 ‘바라보기’는 기억의 또 다른 형태이다.

Donald Kuspit, “Marlene Dumas”, Artforum International, New York: Artforum International,
2010, Vol. 48, p.350.
160

161

Ralph Rugoff, op.cit.,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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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바라보기로서의 회화의 실천과 빈 공간

1.

재난 및 재난 재현의 이데올로기와 회화의 과제

재난을 그리는 회화의 실천은 재난의 이미지에 섬세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받는다.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재난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
로 돌발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회의 정상성 자체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
이다. 바꾸어 말하면, 재난은 사회를 지속시키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다. 이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익숙하게 실행되고 적용되어
온 관습과 행위에 관여한다. 이러한 관습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문화의 코드로서, 이를 통해 ‘우리’를
경계 짓는다. 그 결과 사회 체제 내부에 ‘우리’로 통합되지 못한 타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잠재된다.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구성원
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는 타자성을 폭력적으로 배제시키는 일을 수행
한다. 때문에, 지배적인 가치가 누적되고 공고해질수록 그 안에 감추어
진 문제 또한 함께 누적된다.
재난은 매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재현의 틀을 거친다. 이 재현의 틀
은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사회 구성원에게 익숙한 것으로 체화
된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여러 미디어가 가지는 특유의 기술적 방식일
수도 있으며, 특정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해석일 수도 있다.[참고그림
36],[참고그림 37] 따라서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재난의 발생과
재난의 재현 모두에 이중적으로 관여한다. 매스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
사진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재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각자가 속한 문화가 외부 세계
103

[참고그림 36]
2014년 가자 폭격 당시, 친 이스
라엘 성향의 BBC 보도 자료 (출
처: https://www.bbc.com/
news/world-middleeast-44104599)
[참고그림 37]
2014년 가자 폭격 당시, 친 팔레
스타인 성향의 Aljazeera 보도
자료 (출처: https://
www.aljazeera.com/indepth/
opinion/2014/07/uscomplicity-i)

를 사유하는 체계에 의해 매개되며, 그 결과 현실은 항상 특정한 해석을
반영하여 전달된다. 재난 현실로부터의 단절과 분리는 매개 과정이 우리
의 현실과 재난의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재난에 이중적으로 관여하는 이러한 구조
는, 역설적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재난 자체와 재난의 재현을 동시에 공론
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재난의 사진과 사
진 행위의 확장으로서의 회화의 실천이 재난과 재현의 틀,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가 타자성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회화의 구체적인 실천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은 재난을 스펙타클한 이미지로 소비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회화 내에
표현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사실상 이는 재난을 다루는 회화가 해결해야
할 궁극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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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투이만과 뒤마의 회화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투이만은 재난 이미지의 외양과 그것이 놓인 맥
락 사이를 파고 들어서 틈을 벌리고, 의미를 구축하는 구조를 해체한다.
그 결과 이미지는 애초의 맥락과 재현의 틀에서 떨어져 나온다. 생생한
기계적 이미지를 흐릿하고 파편적인 것으로 뒤바꾸는 투이만의 회화는 현
재를 과거의 역사와 계속 연결시킨다. 재현의 틀이 관람자의 위치와 함
께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지어 왔기 때문에, 투이만의 그림을 처음 볼 때
에는 당혹감이 든다.
한편, 뒤마는 그림을 최대한 “벌거벗은 (naked)”162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그림들이 시를 닮길 바란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
붙인다. “시는 옷을 벗은 문장들과 같다. 시의 의미는 그것의 박자와 리
듬이 하는 것이다. 단어들이 페이지 위에서 움직이는 방식. 시는 숨쉬고
점프하며 공간이 열려 있도록 하는 글쓰기이며, 그래서 우리는 행간을 읽
을 수 있다.”163 투이만과 뒤마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은 이미지에 부여된
기존의 의미를 분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완료되지 않고 열려 있는 ‘빈
공간’으로서의 의미 공간을 갖는다. 이 ‘빈 공간’은 투이만의 경우 주체
의 해체에 의해, 그리고 뒤마의 경우 직관적이고 시적인 방식에 의해 비워
진 공간이다.
민주적인 권력의 형태인 ‘빈 공간’은 누구도 차지할 수 없으면서 동시
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연구자가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회화에서의 ‘빈 공간’은 의미의 ‘빈 공간’이다. 의미의 ‘빈 공간’을 통해
‘봄’을 통제하고 의미를 장악하는 주체의 권력은 대체된다. 재난의 현실
은 매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걸러진다. 주체의
권력은 이러한 재현에 관여한다. 매개는 단절과 분리를 강화할 수도 있
고, 참여와 개입을 격려할 수도 있다. 때문에 투이만이 그의 작업을 통해

162

Marlene Dumas, Andrea Büttner, Jennifer Higgie, op.cit., p.52.

“Who is Marlene Dumas?”, Tate, <https://www.tate.org.uk/whats-on/tate-modern/exhibition/
marlene-dumas-image-burden/introduction, 2020.2.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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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미지 만들기와 읽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해야 하며, 이때 이미지 읽기는 재현을 해체하는 차원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지가 갖는 의미의 공간은 ‘빈 공간’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 회화와 사진,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에 남아 있는 의미
란 현실 문제의 해결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작용에 의
한 재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의미는 애초에 이미지의 밖에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의미는 이미지의 내부가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의 안에 있다.
때문에 의미는 전달될 수 없다. 특정한 의미가 이미지와 함께 전달되는
순간은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고 고정시키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때이
다. 의미가 관람자 안에 있으므로, 이미지의 이동과 함께 의미는 매번 변
한다. 따라서 의미를 생성하는 권력의 자리인 의미의 ‘빈 공간’은 바라보
는 사람의 능동성이 전제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빈 공간’
은 '관찰자'가 바라봄을 수행할 때 이미지에 주어지는 의미의 공간이다.
‘빈 공간’이 유지될 때, 작가의 위치는 관람자의 위치와 동등해진다. 뒤
마가 그림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
로, 작가는 여러 명의 발신자들 중 한 명으로서의 권리만을 갖는다.
‘빈 공간’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연민과
기억이 관여한다. 연민은 보이는 이미지의 표면을 넘어 상상하게 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행위로서의 기억을 추동한다. '관찰자'로서,
관람자들은 이미지에 구축된 재현의 체계를 해체하기 위해 각자 ‘몽타
주’로서의 ‘바라보기’를 실행한다.
재난을 다루는 회화에서, 의미의 다양함을 촉발하는 것은 재난의 매개
와 수용,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로서의 회화로부터 물러난 작가의 거리두
기이다. 이는 사진을 진실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인식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재난 회화는 재난의 기계적 재현을 중립적으로 참조하거나 의
심함으로써, 또한 의미 생성의 몫을 관람자들에게 넘김으로써, 재난의 이
미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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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Pieta 7>(2015)[그림 2]과 <희생자-Descent 7>(2015)[그림 3],
<희생자-Lamentation 7>(2014)[그림 4]은 재난 사진 속 피해자를 마치
기독교 종교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배치한 그림이다. 자료들을 수집
하던 중, 연구자는 재난 사진 이미지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서로 비슷하
게 보이게끔 하는 종교화의 구도를 발견했다. 부모가 죽은 아이를 끌어
안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장면, 다치거나 죽은 사람을 여러 명이 조
심스럽게 들어 옮기는 장면, 그리고 -특히 민간인 여성들이- 양팔을 위
로 올린 채 울부짓거나 흐느끼는 장면은 각각 ‘피에타’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리고 ‘애도’와 닮아 있었다. 이러한 유사성은 재난 현
실의 개별성과 구체성을 삭제하여 보는 이와 재난 현실 사이의 거리를 더
욱 멀어지도록 한다.[참고그림 38],[참고그림 39],[참고그림 40] <희생자> 시
리즈에서는 그러한 종교적 이미지를 오히려 두드러지게 표현하면서, 재난
을 추상화하는 재현 방식을 해체하고 비판하는 새로운 의미가 삽입된다.

재난을 다루는 회화적 실천으로서의 의미의 ‘빈 공간’은 ‘관찰자의 바
라보기’에 의한 의미 생성이 가능한 공간이다. 재난 현실에서부터 재난
회화의 바라보기에 이르기까지, 재난 사진의 수신과 발신은 확장된 재난
사진 행위로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재난의 구체적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난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더해, 재난 사진에는 재현의 틀이 자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난 사진은
그것을 만들어낸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재난
사진 행위는 재난에 개입하여 그 긴급성을 말하고, 최종적으로는 재난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윤리적·정치적 행위이다. 재난을 우리의 시야에 놓으
려는 이러한 시도를 헤아릴 때, 재난의 가시성은 더더욱 포기하기 힘든 것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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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38] 연구자가 수집한 재난 보도사진 중 ‘피에타’로 분류한 사진의 예
[참고그림 39] 연구자가 수집한 재난 보도사진 중 ‘내려지는’으로 분류한 사진의 예
[참고그림 40] 연구자가 수집한 재난 보도사진 중 ‘애도’로 분류한 사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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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희생자 - Pieta 7>, 2015, 캔버스에 유채, 197×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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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희생자 - Descent 7>, 2015, 캔버스에 유채, 197×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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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희생자 - Lamentation 7>, 2014, 캔버스에 유채, 130.3×193cm.

연구자는 이어지는 글에서 본인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재난 사진에 대
한 두 가지 입장과 각각에 따른 회화적 실천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은 거리두기와 의미의 ‘빈 공간’이 어떠한 방
식으로 실현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 덧붙여, 작업 과정에서 계속
해서 도출되는 정서들을 고찰하고 회화적 표현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그림들에서 재난 현실의 구체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
는 시도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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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사진의 소비의 표현

작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단계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희생자> 시
리즈(2009~2016), <Parts> 시리즈(2009-2014), <애도에의 애도>(2012),
<시체들>(2014-2016)이고, 두 번째는 2016년 이후에 제작한 붉은 그림
들이다. 재난 사진의 수용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은 시간을 두고 변해 왔
다. <희생자> 시리즈를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는 재난 사진
의 수용을 무력함의 정서로 해석하며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표현한다. 반면, 붉은 그림들에서는 재난 사진의 수용을 참여의 태도로
바라보며, 재난의 구체적 현실에 가깝게 다가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
한 변화가 두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첫 번째 단계의 그림에
서도 사진이 전달하는 재난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감각이 균열로서 발견
된다.

(1) 재난 현실의 지우기

연구자의 거의 모든 그림은 자료 사진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
로,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전쟁이나 테러와 관련한 뉴스들을 검색하거나,
해당 뉴스들을 참고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 사진들을 모은다. 검색
된 사진들은 대개 무너진 건물들이나 부서진 자동차들, 부상 당한 사람들
과 시신들, 그리고 부상자와 시신들이 수습되고 난 뒤 핏자국만 남은 현
장을 담고 있다. 이후 수집된 사진들은 ‘피에타’, ‘(십자가에서) 내려지
는’, ‘애도’, ‘부상자’, ‘시체’, ‘풍경’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저장된
다.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기독교 종교화의 전통적인 주제를 빌린 것이
다.[참고그림 38],[참고그림 39],[참고그림 40] 사진들은 이미지의 유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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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사진이 지시하는 구체적 사
건이나 그것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날짜와 지명 등은 분류 과정에서 중요
하지 않게 처리된다.
연구자의 그림들 대부분은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만을 사용하여 구성
된다. 때문에 분류된 사진들 중에서 또 다시 선별된 피해자의 사진이 화
면 위로 옮겨질 때, 사진 속 인물들은 그들을 둘러싼 배경에서 잘려 나온
다. 관련된 사건의 구체적 정보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분류 과정이 첫 번
째 ‘지우기’라면, 배경의 제거는 두 번째 ‘지우기’이다. 이 두 번째 과정
은 첫 번째 과정과 연계되어, 유추가능한 재난 현실의 구체적 내용들을
화면에 옮겨진 피해자에게서 다시 한번 몰아낸다. 배경에서 잘려 나오면
서, 이들의 시공간은 뒤얽힌다. 마지막으로, 잘려 나온 피해자들이 그려질
때 이들의 눈은 생략되고, 피부색은 아이보리나 밝은 회색, 혹은 하늘색
으로 통일된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딱딱한 질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 또다시 ‘지우기’가 반복된다. 최종적으로
그림에 남게 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몸짓과 표정이다. 몸
짓과 표정은 외부 텍스트 없이 사진 이미지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
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다. ‘지우기’가 반복되면서 재난의 피
해자들은 개인의 구체성을 잃고 추상화된다.

첫 번째 단계의 작업들 중에서 특히 <CUT-OUT>(2011)[그림 5],[그림 6]
과 <CUT-OUT>의 사진들을 자료로 하여 그려진 <희생자>(20102011)[그림 7],[그림 8],[그림 9],[그림 10] 6점은 이러한 ‘지우기’에 초점을
맞춘 그림들이다. 제목의 “CUT-OUT”이 의미하듯, 사진 속 인물들은 각
각이 속했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재난의 현실로부터 ‘잘려 나온다’. 혹
은, 사진 이미지가 그것이 속해 있었던 뉴스 기사나 논설의 맥락에서, 이
전의 다른 의미에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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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UT-OUT>, 2011,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 21장의 사진들, 각 16.8×22cm.
[그림 6] <CUT-OUT>의 세부.
[그림 7] <희생자 2>, 2010,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93×130.3cm.
[그림 8] <희생자 3>, 2010,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93×130.3cm.
[그림 9] <희생자 4>, 2011,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93×130.3cm.
[그림 10] 전시 전경, ⟪CUT-OUT⟫, 2011, 송은 아트큐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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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41]
<희생자3>(2010)에 사용한 자료
사진들로 좌측은 텔레비전 범죄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이
고, 우측은 보도사진 이미지이다.

<희생자>의 표면은 얇고 매끈하다. 그림의 세부를 살펴보면, 먼저 인물
형상의 가장자리에서 세로로 길게 떨어지는 분홍색 선들은 물감이 흘러내
려 남긴 궤적이다. 분홍색 선들이 화면의 평면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면
서, 3차원적인 입체감이 부여된 인물 형상과 부딪힌다. <희생자>는 서로
다른 재난 사진들과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들 일부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다. 마치 인형의 팔·다리를 조립하는 것처럼 각각의 부분이 모여서 하나
의 ‘희생자’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참고그림 41] 시공간이 뒤얽히고 현
실과 가상의 이미지들이 한데 섞인 ‘희생자’는 재난의 현실이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자료 사진들 속 피해자들이 ‘하나의 희생자'
로 그려지면서, 원래의 색들은 모두 제거되고 디테일들은 일부 생략되며,
명암은 밝고 단순하게 수정된다. 피부와 옷의 반사광이 강조되고 표면
116

은 붓터치 없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희생자’는 마치 딱딱한 조각상을 연
상시킨다.

‘희생자’ 형상의 가볍고 얇은 이미지와 그것이 지시하는 재난 현실의
무거움이 대조적으로 표현됨으로써, <희생자>는 재난 사진과 관련된 이중
적 태도를 반영한다.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재난의 참혹하고 고통스러
운 장면은 그것을 보는 순간 충격을 주고, 슬픔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통의 장면이 또다른 고통의 장면으로 끊임 없이 교체되면서, 그것을 보
는 것은 점차 피로한 일이 되어, 결국에는 그러한 이미지에 둔감해지거
나 아예 보는 일을 회피하게 된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은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처음
의 슬픔과 충격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현실
로부터의 단절과 분리의 감각은 점차 재난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만들어낸다. 무력감은 곧 죄책감과 연계된다. 이러한
‘보기’의 경험과 정서적 반응이 반복되면서 점차 충격에 대한 임계점을
높여 나간다. 다시 말해서, 무력감은 감정들의 누적과 그것이 초래한 둔
화에서 비롯된다.164
<희생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무력감의 상태이며, 무력감에서 회
피와 망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민을 정지시키고
‘바라보기’를 차단함으로써, 재난과 재난에 처한 사람들을 비가시적으로
만든다. 구체적으로, 재난과 재난의 피해자들이 한 사람의 시야에서 삭제
될 뿐만 아니라, 그를 거쳐 발신되고 수신되어야 할 사진 행위가 더 이상
연계되지 못한 채 중지된다. 재난의 ‘비가시성’은 이러한 경로를 따라 확
대된다. 때문에 ‘희생자’ 이미지 위에 덧붙여지는 것은 재난 사진을 소비
164

누적된 감정들은 이미지들이 끊임 없이 제시되는 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마음 속에 계속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을 남겨 놓는다. 이러한 감
정들은 <희생자>를 포함한 다른 그림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다만 이것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잠재된 채 존재하면서, 붉은 그림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여기에 대해
서는 이 장의 마지막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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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arts 1>, 2013,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30.3×97cm.
[그림 12] <Parts 6>, 2014,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30.3×97cm.
[그림 13] <Parts 7>, 2014,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30.3×97cm..
[그림 14] <분홍과 빨강, 피 흘리는>, 2009,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73×6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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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경꾼’의 무력감이다.

<희생자>를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은 ‘구경꾼의 보기’를 관찰
하고 기록한 결과물이다. 연구자는 여기서 재난 사진의 보기가 무력한 소
비의 경험으로 연결되는 이유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희
생자> 시리즈와 <Parts> 시리즈(2013-2014)[그림 11],[그림 12],[그림 13]에
서는 재난 사진의 소비가 재난이 재현되는 방식에 있음을 재난 사진 이미
지의 편집(editing)을 통해 표현한다.
아줄레이에 의하면, 사진 행위는 촬영의 일회적인 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사진은 촬영을 포함한 무수한 보기의 과정에 속하는 모든 행위
이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는 항상 촬영자의 최초의 의도를 초과하여 존재
한다. 수용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의 열려 있고 비어 있는 의미 공간에 참
여하여, 대안적인 기억들을 만들어낸다. 사진을 작업의 자료로 사용하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것 역시 같은 목적을 지닌
확대된 사진 행위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을 사진의 수용자로서, 그리고 ‘그리기’를 사진 이미지에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는 편집으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편집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데, 이는 사진 행위와 같은 직접성
을 갖지 않으며, 혹은 단순한 사진 출판으로 축소될 수도 없다. 약간의 기
술 조작을 수행하는 것은 편집자가 사진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
에 찍힌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을 허용한다: ... 사건의 디테
일을 재창조하기, 연구 대상으로 전환시키기, 그리고 보이는 것을 계속 반
영하기 위한 다른 작업들. 혼자 힘으로, 사진은 그것이 증명하는 사건을
전달할 수 없다. 사진은 그러므로 ... 다만 출발점이다. 촬영된 것, 일어난
일을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관찰자이다.165

165 Ariella Azoulay,

The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 op.cit.,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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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진의 수집에서부터 ‘희생자’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은 확장된 사진 행위로서, 분해와 재조립이 일어나는 “편집” 행위이다.
분해와 재조립은 디디-위베르만의 ‘몽타주로서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
으로, 바라보는 행위가 수행하는 몽타주의 두 단계이다. 그는 ‘바라보
기’ 자체가 이미지를 기존-‘이전’-의 맥락에서 분리시키고, 새로운-‘지
금’의- 맥락에 편입시키는 재조립 행위라고 말한다.
한편, <희생자>의 작업 단계에서 분해와 재조립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는 ‘희생자’라는 단어 속
에 내재된 추상성에 기인한다. ‘희생자’의 추상성은 구체적인 현실을 지
워내고 사진에 찍힌 개개인을 모두 ‘희생자’로 획일화함으로써 부여된다.
수집과 잘라내기, 시공간을 뒤섞기, 실제의 장면과 드라마의 장면을 뒤섞
기, 눈을 생략하기, 색과 명암, 질감을 변형하기와 같은 단계들은 각각이
‘지우기’이면서, 동시에 사진 자료들로부터 ‘희생자’ 이미지를 새롭게 만
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편집을 거쳐 기존 맥락에서 분해되고 재조립
된 <희생자>는 매스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의 현실과 사진 사이에 놓인
‘단절’이라는 새로운 맥락을 갖는다.

시신들을 나란히 눕힌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참고하여, <희생자>는 바
닥에 설치된다.[그림 10] 바닥에 눕힌 그림들은 재난 현실을 닮고자 하지
만, 평면성이 강조되어 오히려 더욱 얇고 가벼워 보인다. 재조립된 ‘희생
자’들이 연출하는 허구적 상황은 재난이 구체성을 잃고 소비되는 현실
을 암시한다. 이는 재난이 스펙타클화되는 문제와 연결되지만,
<희생자>에서는 편집의 과정을 거쳐 현장의 참혹함을 휘발시킴으로써, 관
음증적 시선을 차단한다.

한편, <희생자>의 넓은 배경에 채색된 옅은 분홍색은 바로 위에 언급한
목적-자료 사진의 참혹함을 휘발시키기 위한 의도-을 갖는다. 옅은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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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연구자의 그림들 거의 대부분에서 ‘희생자’가 놓인 공간을 표현하
는 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분홍색은 '사랑'을 상징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역설적으
로 가장 상업적인 색이기도 하다. 감정이 담겨있는 듯 따뜻해 보이지만 사
실은 텅 비어 있는 색인 분홍색은 현대인이 가지는 가벼운 죄의식을 닮아
있다.166

분홍색의 선택에는 무엇보다도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충돌하며 만들어내
는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효과는 시각의 차원과 의미의 차원 모
두에서 일어난다. 분홍색은 재난 피해자가 그려진 그림을 예쁘게, 달리
표현하자면 ‘볼 만하게’ 만든다. 분홍색은 일상 생활에서 귀엽고, 사랑스
럽고, 따뜻하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것과 연결된다. 분홍색은 위협적이고
위험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분홍색이 연상시키는 친근하고 따뜻
한 정서와 그림에 그려진 ‘희생자’ 이미지는 화면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희생자’ 이미지에서 이미 재난의 구체성이
대부분 삭제되었고, 붉은 피 또한 장식적으로 그려짐으로써 충돌의 효과
는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잠재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희생자>는 겉으로는 자료 사진의 무거움을 가볍고 밝은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료 사진과 대조되는 특징들, 이를테
면 밝은 명도와 단순해진 형태, 분홍색, 그리고 전반적인 가벼움 등의 이
면에는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이 잠재된다.

연구자의 2009년의 개인전 제목은 ⟪Bleeding Pink⟫이다. 제목은 세로
로 흘러내리는 분홍색 선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가리키
는 것들을 더불어 환기시킨다.[그림 14] 분홍색 선들은 잠깐 생겼다가 사

이보람, “⟪CUT-OUT⟫ 전시 서문”, 2011.3.1. <https://neolook.com/archives/20110304a,
2019.12.30.>
166

121

라지는 슬픔이기도 하고, 때문에 가짜 눈물이기도 하다. 또한 분홍색 물
감 자체이면서 이를 통해 연구자의 그리기 행위를 지시하기도 한다. 마지
막으로, 분홍색 선들은 그림 속 ‘희생자’ 이미지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단절이 만들어내는 가짜 피다.

이보람에게 사진과 회화의 극적 차이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색채이다. 붉
은 선혈이 캔버스의 하얀 바탕과 만나면서 만들어졌을지 모르는 분홍은
피라는 실제와 캔버스라는 또 다른 실재가 결합하여 만든 환상적인 산물
로 보인다. 두 개의 현실이 부딪혀 강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이 환상은 다
시금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을 지시한다. 현실이 신화가 되고, 신화가 다시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폭력의 재생산 과정과 닮아있다.167

앞서 살펴본 <희생자-Pieta 7>(2015)[그림 2], <희생자-Descent
7>(2015)[그림 3], <희생자-Lamentation 7>(2014)[그림 4]에서는 ‘희생
자’들이 각 주제의 내용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 외에도, 후광이나 중요한
메세지가 적힌 리본과 같은 종교화의 시각적 요소들이 추가된다. 자료 사
진들의 피해자들은 이 그림들에서 《CUT-OUT》의 ‘희생자’와 유사한 조
각상에서 더 나아가 성상을 연상시키면서, ‘희생자'의 추상성에 ‘희생양’
이라는 종교적 의미가 더해진다. ‘희생양’에는 그것을 제물로 만드는 행
위가 개입된다. ‘희생양’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와 피해자의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행위는 서로 겹
쳐진다.
종교화와 연구자의 그림들이 더욱 유사해 보이는 이유는 여성들이 착
용한 의복 때문이다. 히잡과 부르카를 쓴 여성들은 “피에타”와 “애도”,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에 등장하는 여성들-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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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야곱의 마리아-을 닮아 있다. 그림들이 기독교 종교화의 특정 주
제를 연상시키면서, 사진이 지시하는 현실의 재난은 그만큼 멀어진다.
또한 예수의 수난이나 성인의 순교를 다루는 종교화와 희생자를 포착
한 재난 사진 사이의 유사성은 두 종류의 이미지들이 모두 고통을 겪는
사람의 육체를 전시하는 데에 기인한다. “십자가 처형”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참고그림 42], 혹은 “성 세바스찬의 죽음”[참고그림 43]과
같은 주제들은 상처 입고 피를 흘리는 몸을 그린다. 그려진 몸은 그림의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관음증적 ‘보기’의 대상이 된다. 미술관에 걸린 종
교화와 재난 사진의 유사성은 그것의 외양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고
통받는 몸을 그 고통을 초래하는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한 ‘보기' 체험을 제공한다.
한편, <희생자-Lamentation>, <희생자-Pieta>, <희생자-Descent>에
서 ‘희생자’들은 모두 붉은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구조물은 흰색과 붉
은색의 물감 덩어리를 화면 위에 올린 후 나이프로 거칠게 섞은 것으로,
밝은 색채로 얇고 매끈하게 처리된 ‘희생자’ 이미지와 대조된다. 이 구조
물은 종교적인 제단을 상징한다. 제단은 ‘희생자’를 그 위에 올리려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제단은 ‘희생양’을 제단에 올리는 이들과 ‘희생
양’을 분리시키고, 전자를 ‘희생’에서 면제시키며, 폭력에서 보호한다. 재
난의 피해자가 ‘희생자’가 되고 ‘희생양’이 되면서, 그가 처한 재난의 현
실과 관람자의 현실은 완벽하게 분리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작업에서 “‘희
생’은 부조리한 현실을, 타인의 육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폭력을 쉽게 설
명해버린다. 고통과 폭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 사진의 처참함은 나의 현실에 아무런 해를 끼치
지 않는다. ‘희생’은 맺음말이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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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작업노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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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42] 피터 파울 루벤스,
<십자가에서 내려지심 The
Descent from the Cross>, 161214, 패널에 유채, 421×311cm.
[참고그림 43]
지오반니 카라치올로, <성 세바스찬
의 순교 The Martyrdom of
St.Sebastian>, 1625년경, 캔버스
에 유채, 202×114cm.
[참고그림 44]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군인
으로서의 자화상 Self-portrait as a
Soldier)>, 1915, 캔버스에 유채,
69×61cm.
[그림 15]
<천에 싸인 죽은 아이, 분홍과 빨강
1>, 2010,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
릴 채색, 145×112cm.
[그림 16]
<천에 싸인 죽은 아이, 분홍과 빨강
2>, 2010,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
릴 채색, 145×1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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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의 생성

정리하면,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 재난 사진 이미지들은 현실에서
점차 멀어진다. 멀어진 결과로서 그림 위에 나타난 형상이 ‘희생자’, 혹
은 ‘희생양’이고, 밝고 가볍게 처리되어 더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폭력과
고통의 장면들이다. 따라서 그림들에서 암시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난
의 구체적 현실로부터의 단절과 분리이다. 이 단절과 분리는 재난과 재난
의 재현에 동시에 관여하는 이데올로기의 밖에서 사유하지 못하면서 생겨
나고 유지된다. 단절과 분리가 전제되는 동안, 그림의 안과 밖에서는 ‘구
경꾼의 보기’가 지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한 ‘보기’가 재난과 재난
피해자들을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제시된다.

<천에 싸인 죽은 아이, 분홍과 빨강>(2010)[그림 15],[그림16]에는 붓들
과 잘린 손가락들이 그려져 있다. 붓에 묻어 있는 붉은색은 피와 물감의
이중적 의미를 지니면서, 연구자의 그리기 행위를 환기시킨다. 붓들은 마
치 창처럼 ‘희생자’를 찌르듯이 세워져 있어서, 마치 ‘희생자’에게 상처
를 입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기’가 폭력적인 행위로 제시되는 이
유는 연구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죄책감 때문이다. 또한 재난 사진 속 피
해자들이 일련의 ‘지우기’ 과정을 통해 현실과 단절되기 때문에, 연구자
의 ‘그리기’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리는 폭력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한편,
바닥에 놓인 잘린 손가락들은 연구자의 보는 행위를 지시한다. 잘린 손
가락들은 무언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검지(index finger)들로, 가리키
는 손가락의 절단은 ‘보기’의 불가능함과 무력감을 표현한다.
절단된 손가락과 그것이 상징하는 무력감은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
히너(Ernst Ludwig Kirchner)의 <군인으로서의 자화상 (Self-portrait
as a Soldier)>(1915)[참고그림 44]을 참고한 것이다. 키르히너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참전했으나 곧 신경증을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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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요양원에 보내졌다. <군인으로서의 자화상>은 이 시기에 그려졌
다.169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잘린 손목의 붉은 단면이다. 날카로
운 선들로 표현된 마른 얼굴과 텅빈 눈, 그리고 절단된 손은 키르히너의
심리적 고통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력감을 암시한다. 노란색과 파란색,
붉은색과 검은색의 배치가 화면을 강렬하게 만들면서 이 무력감은 불길
하게 느껴진다. 키르히너의 얼굴 바로 옆에는 얼굴과 같은 색으로 표현
된 모델-혹은 누드화-이 있고, 반대쪽 옆에는 추상적인 붓터치의 그림
이 놓여 있다. 키르히너는 작업실의 한 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잘린 손이 그림을 그리는 손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의 자화상>에서는 작업실을 배경으로 그려진 다른 자화상들에서 발견되
는 팔레트나 붓이 없고, 무언가를 그리려는 행위 자체가 암시되지 않는
다. 그는 작업실을 등진 채 서 있다. 때문에, 그릴 수 있는 팔이 온전히
남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좌절과 무력감이 ‘그리기’를 완전히 불가능하
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자화상>은 제목이 지시
하는 것처럼 “군인으로서” 수행했어야 할 역할의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인 상실로 해석된다. 전쟁 이전의 삶으로부터의 단절, 다시 말해서 ‘화가
로서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의 상실, 삶의 연속성 자체의 상실이 그것을
초래한 전쟁의 기억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연구자의 그림들과 키르히너의 자화상에서 발견되는 무력감은 단절과
분리로부터 발생한다. 단절과 분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를 상정한
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거리는 여러 곳에 위치한다. 우선, 거리는 재난 현
실과 사진 사이에 존재한다. 둘째, 거리는 사진과 보는 사람 사이에 존재
하며, 이에 따라 재난 현실과 보는 사람 사이에는 두 종류의 거리가 놓이
게 된다. 셋째, 거리는 재난과 연구자의 그림 사이에 존재한다. 마지막으
로, 거리는 연구자와 연구자의 그림 사이에도 존재한다. 이 거리는 그림
Mette, Meghan, Icon of Heroic “Degeneracy”: The Journey of Ernst Ludwig Kirchner’s SelfPortrait as a Soldier, Electronic Thesis or Dissertation, Oberlin College, 2016,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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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에 존재하며, 재난 사진을 보는 ‘나’와 이를 관찰하고 그리는
‘나’ 사이에 위치한다. 때문에 그림 속에서 보거나 그리는 행위는 여러
번-‘희생자’ 이미지에서 흘러내리는 분홍색 물감을 통해서, 붓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그리고 절단된 손가락들을 통해서- 지시된다. 이 마지막 거
리는 투이만과 뒤마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태도로서의 거리두기이다. 연
구자의 회화적 실천에서, 거리두기는 특히 ‘나’를 ‘구경꾼’으로 위치시키
는 것으로써 행해진다. 즉, 처음에는 재난과 재난 사진이, 그 다음에는 연
구자 자신의 ‘보기’가 그림 밖의 ‘나’에게서 멀어지면서 관찰에 의한 그
리기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대해, 이러한 ‘방관자적 관찰’이 결과적으로 거리를 재생산하
는 데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
은 앞서 설명한 거리들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장하면서 단절과 분리를
그대로 남겨 둔다. 재난 속 피해자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이미지,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무심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이미지”170로 변형된다. ‘구경꾼의 보
기’를 그리는 것, 재난과 재난 사진이 소비되는 한계를 그리는 것에는,
그러한 한계 속에 그리기와 감상이 함께 고정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에 의한 ‘방관자적 관찰’은 재난을 재현하는 틀을 바
라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방관자적 관찰’은 재난과
재난의 재현, 그리고 ‘보기’ 사이에 놓인 거리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
거리들이 가시화되면서, 재난의 현실 자체가 아니라 재난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재현에 관여하는 이데올로기가 암시된다. 재현의 틀을 언급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은 매스 미디어에서 재난과 재난 피해자가
보이는 방식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희생자’ 형상으로
추상화된다. 재난의 무게가 사라지고, 잔혹함이 휘발된 ‘희생자’ 형상은
잔혹한 이미지가 주는 충격과 함께 구체적 현실이 잊히는 상황을 시각화
한다. ‘바라보기’로 이어지는 사진 행위의 차단은 무기력한 소비를 낳는
170

고충환, “교차-시선” 전시 서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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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은 재난 이미지가 소비의 형태로 수용되는 구
조를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재난의 간
접 경험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력한 ‘구경꾼의 보기’를 낳는 단
절과 분리임을 표현한다.

(3) 레이어-콜라주의 구조

<희생자> 시리즈와 <Parts> 시리즈, 그리고 <시체들>은 여러 레이어
(layer)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밝은 분홍색의 배경이 가장 아
래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그 위에 붉은 구조물이 놓인다. 탈색된 ‘희생
자’ 이미지가 구조물 사이에 자리하고, ‘희생자’ 이미지 아래로 분홍색
물감이 흘러내린다. ‘희생자’의 형상 위에는 기독교 종교화의 이미지가
덧붙여진다. 그리고 피가 ‘희생자’ 위에 그려진다. 가장 마지막에 검은
사선이 추가된다.171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은 얇은 층을 이루면서 겹겹이
쌓이는데, 연구자는 이를 ‘레이어-콜라주(layer-collage)’라는 조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레이어-콜라주’의 조합 방식은 콜라주와 유사하다. 콜라주는 결과물
의 다양한 시각적, 내용적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조형 방식으로, 그러
한 가능성 중 하나는 “세계에 대한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감각과 언어를
참신하게 하여 그 진부한 형상 이면에 놓여 있는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
는”172 것으로 설명된다. 콜라주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서로 다른 이미
지들과 조합되면서 일상적인 사용에서 벗어나 다른 의미를 가능하게 한
다. 여기서 충돌의 효과가 만들어진다. 즉, 각각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
들과 콜라주되기 이전의 의미를 여전히 함축하는데, 이들이 한 공간에 모
171

검은 사선이 추가된 것은 2014년 이후부터다.

172

김수기, “콜라주”, <현대 미술의 기초 개념>, pp.316-333, 서울: 도서출

판 재원, 1995,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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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의미들이 충돌한다. 이 충돌로 인해 콜라주된 전체 이미지에 새로
운 의미가 발생하며, 새롭게 생성된 맥락은 개별적인 이미지들이 갖는 기
존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콜라주에서 기존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로서 사용된
다. 이는 콜라주와 ‘레이어-콜라주’ 모두에 적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레이어-콜라주’에서 각각의 레이어가 하나의 주제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레이어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의 레이어에 대립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두 개 이상의 레이어가 충돌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
될 수도 있다. 배경의 분홍색은 앞서 설명했듯이 가볍게 잊혀지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감정들을 의미하지만 그 위에 놓이는 ‘희생
자’ 이미지와 부딪히면서 묘한 효과를 일으킨다. 피 흘리는 ‘희생자’와
분홍색의 만남은 ‘희생자’ 이미지를 가볍게 만드는 것과 관련한 불편함
을 야기한다. 이는 분홍색이 의미하는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
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서는 외부의 대상과 주
체 사이의 연결을 전제로 하여 생겨나는 감정들로, 아주 미약하지만 사라
지지 않으면서 균열로서의 가능성을 갖는다.
한편, ‘희생자’ 이미지도 그 안에 대립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 ‘희생
자’ 형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눈을 생략하는 것은 피해자를 익명의 상태
로 전환시켜 ‘희생자’로 추상화하려는 전략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저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피해자를 ‘감히 그릴 수 없음’과 ‘그
리기 힘듦’이 동시에 반영된 정서이면서, 피해자의 사적인 차원을 보호하
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희생자’ 이미지 위에 그려져서 얼굴을 가리는 금
색의 원이나 광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미가 발견된다. 종교화의 후광을
차용하고 변형한 금색의 원과 광선은 현실로부터의 단절을 강화하지만,
이와 동시에, 생략된 눈에 드러난 주저함과 연결된다.
붉은 구조물은 가볍고 얇은 층들 사이에서 유독 거칠고 두꺼우며, 무
거운 느낌을 준다. 붉은 구조물은 여러 레이어 사이에서 가장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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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희생자 - Pieta 2>의 세부.

느낌을 자아내면서 인접한 레이어들과 시각적인 대조를 이룬다. ‘희생자’
위에 덧입혀지는 숭고한 ‘성인’의 이미지는 붉은 구조물과 시각적으로
대조되지만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다.
붉은 피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다. 사진의 명암과 세부 사항들이 다소
생략되거나 단순해지는 것처럼, 피의 얼룩들도 색과 모양이 조금씩 단순
해진다. 얼룩들은 둥근 형태로 바뀌고 색은 분홍과 선명한 빨강으로 바
뀐다.[그림 17] 연구자가 피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분홍색과 빨간색은
따뜻하거나 차갑다기보다는 중립적이고, 눈이 피로할 만큼 선명하다. 분
홍색과 빨간색이 병렬적으로 사용되면서 이 느낌은 더욱 강해진다. ‘희생
자’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그려진 피 또한 현실에서 이미 멀어진 이미지
이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피만 원본 사진과 가까운 색을 유지한다는 사실
은 중요하다. 원본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원본
의 이미지와 함께 삭제되지 못한’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을 암
시하기 때문이다.

131

가장 마지막에 그려지는 검은 사선은 그림이 재난의 현실을 드러내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그 아래의 레이어들과 전혀 다른 의미를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이 레이어는 ‘구경꾼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관찰자로서의
나’에 의한 것이다. 겹겹이 쌓인 레이어들이 서로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
은 그림에 동시에 관여하는 두 명의 ‘나’에 기인한다. 이 두 명의 ‘나’가
모두 경험하는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의 정서가 섞이면서 그림
에는 일종의 균열이 생긴다. 즉,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은 재난 현실로부
터의 단절과 분리를 전제로 하여 재난 사진의 소비를 표현하지만, 그림
의 레이어들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무해하
고 무심해야 할 이미지에서 가벼워지지 못한 감정들-불편함과 죄책감, 그
리고 무력감-이 간혹 돌발한다. 충격과 슬픔, 무력감과 망각을 향해가
는 기억, 그리고 죄책감이 화면 위에서 뒤얽혀 있다. ‘레이어-콜라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각 레이어에 내재된 차이를 실현한다. 때문에 그림의 독
해는 혼란스러워진다.

콜라주와 달리, 하나 하나 쌓이면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레이어-콜라
주’에서는 아래와 위에 놓인 레이어의 순서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레이어-콜라주’에 의한 그리기는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는 과정
을 시각화하면서 시간과 거리를 동시에 개입시킨다. 이에 따라 ‘레이어콜라주’는 ‘그리기’와 그리는 나의 존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그림
속 나의 ‘구경꾼’으로서의 보고 그리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로
서의 형상만큼 중요하게 부각된다. 여기서 ‘구경꾼의 그리기’는 그 자체
가 ‘지우기’이며, 지워지는 것은 재난의 구체적인 현실이다. ‘그리기’가
곧 ‘지우기’가 되는 구조는 재난 사진의 수용이 오히려 재난의 현실을 ‘매
개’하지 못하는 상황과 정확히 닮아 있다. 즉, 여기서 행해지는 것은 재현
의 해체로, 해체의 주체는 그림 속 나를 관찰하는 그림 밖 나이다. 첫 번
째 단계의 그림들에는 이러한 중첩된 구조가 존재한다. 때문에 그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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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중첩된 구조를 지지하는 거리두기의 태도와 앞서 설명한 네 종류의
거리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레이어-콜라주’에서는 각각의 레이어가 전체의 집합
에서 좀더 자유롭다는 사실 역시 독해를 어렵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각
각의 레이어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들은 전체의 집합에 의해 생성된 새로
운 의미 속으로 통합되지 않고 공존한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전체의 맥
락과 대립되는 부분적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구경꾼’과 '관찰자'
로 분리된 ‘나’로부터 발생하는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은 그
내부에서 잠재되고 돌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붉은 그림들로 이어
지는 계기가 된다.

종합하자면, 재난과 재난 사진으로부터 중립적이고자 하는 태도가 만
들어낸 거리들, 그리고 이에 따라 생성되고 유지되는 대립적 요소들은 관
람자들이 곧바로 의미에 다다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상반된 태도-‘구경
꾼’과 ‘관찰자’-로 갈라진 나, 그리고 그림에서 재난을 휘발시키려는 의
도와 미약하고 불안정하지만 재난의 현실에 연결되어 주저하는 감정들
은 의미의 ‘빈 공간’을 만들어낸다.173 연구자가 재난과 재난의 재현에 연
계된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려는 시도와 지워내지 못하는 정서 사이를 왕
복하면서, 그림을 보는 관람자들 역시 모호한 채로 그림과 그것이 지시하
는 재난을 바라본다.

173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의 정서는 연구자가 재난 사진의 수용에서 가장 중요하

게 경험하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즉시 이어지지 못한
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무관심’이나 ‘무감각’과 달리 여전히 재난의 현실에
매우 미약하게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고찰되어야 할 정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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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현실의 표현

(1) 거리의 재고찰- 피-빨강-피

<희생자> 시리즈를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은 재난의 현실로부
터의 단절과 분리를 전제로 재난 사진을 무해한 이미지로 변형시킨다. 재
난 사진이 ‘볼 만한 것’으로 소비되는 상황을 ‘방관자적 관찰자’로서 중
립적으로 표현하면서, 재난 현실보다는 재난을 재현하는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재난 사진이 무기력하게 소비되는 현실을 ‘구경꾼’의 보기와 그리기를
거쳐 드러내는 것은 매스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의 간접 경험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설명해준다. 단절과 분리, 그리고 소비가 미디어 매개의
중심에 놓이면, 재난 사진을 보는 행위는 무의미해진다. 단절과 분리는
재난이 전달되고 보이는 방식을 조정하고, 그 결과로서의 재난 재현은 다
시 단절과 분리를 강화한다. 왜곡된 이미지가 경험을 대체하게 되면, 스펙
타클의 사회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개인들은 구체적 현실로부터 고립된
다. 그러나 재난 사진의 소비는 재난을 바라보는 모든 방식들과 지향점
들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자는 두 번째 단계의 그림들을 통해
재난 사진을 수용하는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한다.

몇 년 전부터 작업의 전제가 되었던 ‘거리’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림을 너
머, 보도사진을 너머, 원래의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작한 작업이 붉은 그림들이다. 폭력과 죽음과 고통을 탈
색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싶었다.174

174

이보람, “작업 노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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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Ⅱ장에서 서술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재난 당사자가 직접 촬영하고 소셜 미디어 상에 유포한 사진들은 연구자
에게 재난의 현실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이 경험은 사진과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물론, 매스 미디어가 매개하
는 재난 사진들이 그동안 단순히 무해하고 무심한 이미지들로서만 경험
되었던 것은 아니다.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담은 재난 사진들은
항상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
력감은 아주 미약하게 남아있는, 재난 현실과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이
다. 첫 번째 그림에서 다루고자 했던 재난의 재현과 소비라는 전체 맥락
에서 이러한 감정들은 제거되지 않고 그림의 구조 안에 잠재되는 상태로
존재한다.

두 번째 단계의 그림들은 재난과 재난 사진의 소비에 맞추어졌던 초점
을 구체적 현실로 이동시킨다. 이와 함께, 앞서 설명한 ‘거리’의 재고찰이
이루어진다. 재난 현실과 사진 사이, 사진과 보는 사람 사이, 그리고 재난
과 연구자의 그림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은 사진과 사진
을 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 사진에 대한 재인식은 재
난 현실과 사진 사이의 거리[a]를 줄이는 데 대체적으로 관여하며, 사진을

b.
‘사진의
시민 계약’,
‘바라보기’의
재인식

a.
‘사진의
시민 계약’

사진

재난의 현실
보는 것에 대

c

[표 1] 재난의 현실, 사진, 보는 사람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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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
한 재인식은 사

진과 그것을 보는 사람 사이의 거리[b]를 줄이는 데 관여한다. Ⅲ장에서
설명한 아줄레이와 린필드, 디디-위베르만의 사진 논의가 전자와 후자
모두에 기여하며, 후자는 '바라보기'를 수동성과 능동성의 이분법을 넘어
서 고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앞서 다뤘던 사진 논의의 핵심은 사진이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닌 행위라
는 것이다. 행위로서의 사진은 얼어붙은 공간적 이미지를 넘어 사진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들,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만남으로서 일어나는 ‘사건’
이다. 아줄레이에 의하면, 이들의 사진 참여는 ‘사진의 시민 계약’을 형
성하며, 사진의 의미 공간을 개방한다. ‘사진의 시민 계약’에 참여하여
사진을 바라보는 이들은 수동적인 ‘보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존 피터스
(John Durham Peters)에 따르면, ‘바라보기’는 “어떤 사건 현장에 있
는 사람, 그 사건 광경 자체의 텍스트 발화(utterance), 그리고 그 발화
를 통해 현장의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spectator)”175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바라보기’는 그 구조 안에 말하기의 능동성과 보기의 수동성을
동시에 포함하며, 능동성과 수동성의 이분법을 극복한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재난 현실과 사진 사이, 사진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각각을
줄이려는 노력에 의해 바라보는 사람은 사진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재난
의 현실에 좀더 다가갈 수 있다. 사진 이미지를 통해 재난의 현실에 접근
하는 것은 재난을 상상하기 위한 방법론인데, 행위로서의 이미지에는 이
러한 상상력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디디-위베르만에 의하면 이미지는 언
제나 ‘이전’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만
나는 ‘몽타주’로서 존재하며,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하는 상상에 의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5

성민규, op.cit.,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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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 서술한 개인적 계기에 의해서 붉은 그림들에서는 재난의 구
체적 현실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이 행해진다.[그림 18],[그림 19],[그림 20],[그
림 21]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혈액량을 의미하는 제목의 붉은 그림들은 [첫 번
째 단계의 그림들의] 틈을 벌려 그 안의 어떤 것을 가장 표면으로 끌어내
려는 시도이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보고 수집하고 그리는 과정들에서 생
기는 거리를 줄이고 싶었다. 붉은 그림들의 붉은색은 ‘피 —> 빨강 —> 피’
로 이어지는 '그리기' 행위를 순차적으로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가
장 마지막 단계의 피다. 그림의 빨강은 그저 빨간 물감이길 멈추고 누군가
가 실제로 흘린 피임을 암시한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의 ‘피’의 거리가 좁
혀지길 원한다.176

재난 피해자를 ‘희생자’의 형상으로 변형시켰던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
서도 붉은 색을 유지했던 피의 표현에는,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
함의 정서가 담겨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재난 이미지의 수용을 완전히
소비로 전환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마치 균열처럼 잠재한다. 때문에 재난
현실의 구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인 붉은 그림들이 피를 그 통로로 하
여 전개되는 것은 당위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 —> 빨강 —> 피”에서 첫 번째 “피”는 사진
에 찍힌 피해자가 흘린 피이며, 실제의 재난과 고통을 환기시키는 피다.
두 번째의 “빨강”은 빨간 물감으로, 연구자의 그리는 행위와 그림을 지시
한다. 마지막의 “피”는 붉은 그림들에 표현된 피다. “처음과 마지막의
‘피’의 거리가 좁혀지길 원한다.”는 것은 붉은 그림들의 의도가 재난의
현실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보람, “⟪피-빨강-피⟫ 전시 서문”, neolook, 2016.10.20. <https://neolook.com/archives/
20161026e, 2019.12.3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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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100>, 2016, 면천에 피그먼트, 홍화씨유,
테레핀과 기타 보조제를 섞어 만든 총
1,100ml의 물감, 112×145cm.
[그림 19]
<1,100>의 측면.
[그림 20]
전시전경, 《피 - 빨강 - 피》, 2017, 메이크샵
아트 스페이스, 파주.
[그림 21] 전시전경, 《붉은 그림들》, 2017,
우석 갤러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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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과 흔적에 의한 공감각적 이미지

러시아 정교회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콘(ikon)인 “베로니카의 수건”[참
고그림 45]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의 피땀을 닦
아준 여인의 수건에 예수의 상(像)이 남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베로니
카(Veronica)”라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여인과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나중에 붙여진 것으로, 진실을 의미하는 “vero”와 형상을 의미하는
“icon”이 합쳐져 ‘진실한 상’이라는 뜻을 갖는다. 한편, 멕시코의 “과달
루페의 성모”[참고그림 46]는 성모 마리아 발현 당시에 원주민 후안 디에
고의 망토에 새겨진 상이라는 이야기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 공인받은 기
적으로서 전해진다. 수건에 남겨진 예수의 상과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
의 상 역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디에고 앞에 발현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사진처럼 망토에 남겨진 것이라고 전해진다.
위의 두 전설에서 ‘진실한 상’은 제삼자에 의해 재구성된 이미지가 아
닌, 만남과 접촉의 흔적으로 남겨진 이미지이다. 특히 “베로니카의 수건”
을 그리는 이콘의 제목인 “아케이로포이에타 (Acheiropoieta)”는 “손으
로 그려지지 않은 그리스도”를 뜻하면서 그것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
이 강조된다. 즉,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일절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베로니카의 수건”과 “과달루페의 성모”에 사진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
한 증거이자 ‘진실한 상’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
연구자는 붉은 그림들의 제작 과정에서 재난의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재난 현실의 구체성을 그림에 회복하기 위해 ‘진실한 상’을
참고하였다. 붉은 그림들은 접촉과 흔적의 개념에서 출발하면서 접촉에
의한 감각인 촉각에 집중한다.

유하니 팔라스마(Juhani U. Pallasmaa)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 촉
각은 시각 우위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다. 그는 『건
140

[참고그림 45]
미상, <손으로 그려지지 않은 그
리스도, 혹은 아케이로포이에타
(Acheiropoieta)>.
[참고그림 46]
호세 데 파에스, <과달루페 성모
의 발현 Aparición de la Virgen
de Guadalupe>,
18세기경, 구리 위에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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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감각』(1996/2013)에서 촉각을 재고찰하며 ‘만짐’이 나와 세계에
대한 감각을 동시에 일깨운다고 설명한다.
만진다는 것(touch)은 우리가 세계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합하는 감각
방식이다. 심지어 시각적 지각조차도 촉감으로 구성된 자아의 연속체 속
으로 녹아 들어가 통합된다. 나의 몸은 내가 현재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
로 내가 이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 [나의 몸은] 참
조와 기억과 상상, 통합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로서의 의미에서 중심이
라는 것이다. ... 감각기관들은 피부조직에서 분화한 조직으로, 감각기관
에 의한 모든 경험은 다양한 양식의 ‘만짐’으로써 이해될 수 있으며 감
촉성(tactility)과 관계가 있다.177

팔라스마는 촉각을 피부에 닿는 감각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좀더 넓은 차
원으로 확장하여 이해한다. 촉각은 시각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감각들
을 포함한다. ‘만짐’은 나와 세계의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으로 가능한 것
이며, ‘만짐’을 통해 만지는 나와 만짐의 대상인 세계가 동시에 인지된다.
또한 그는 시각을 확장된 차원의 촉각에 포함하면서 시야를 ‘초점이
잡힌 시야(focused vision)’와 ‘주변적이고 초점을 두지 않는 시야
(peripheral and unfocused vision)’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178 ‘초점
이 잡힌 시야’는 하나의 소실점에 의한 원근법적 공간과 관련된 시각이
며, 원근법적 공간을 형성하고 장악하는 시선에 의해 통제되는 시야이
다. 관람자의 ‘보기’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이 권력화된 시선은 이미지의
의미 공간을 획일화하면서 관람자의 ‘보기’와 의미를 통제한다.
이에 따라, 관람자는 대상에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는 행위
에서도 분리된다. 팔라스마의 ‘초점이 잡힌 시야’와 ‘주변적이고 초점을
두지 않는 시야’는 각각 연구자가 이 글에서 구분하여 제시한 ‘구경꾼의
유하니 팔라스마, 『건축과 감각: The Eyes of the Skin』, 김훈 옮김, 서울: 시공문화사,
2013, pp.14-15.
177

178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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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그리고 ‘관찰자의 바라보기’와 연결된다. 본다는 것은 대상과 물
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가능하므로, ‘보기’와 ‘바라보기’는 모두 대상
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를 전제한다. 그런데 ‘보기’는 이 물리적인 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외부의 개입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행된다. 구체적으
로, 이 거리 조정이 특정 주체에 의해 통제되어 재난 현실이 너무 가깝거
나 너무 멀게 제시될 때, 재난과 재난 사진의 수용은 ‘보기’로 제한된다.
때문에 사진의 의미 공간 역시 전유되며, 의미의 ‘빈 공간’에의 참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즉, ‘구경꾼의 보기’는 외부 상황의 영향을 받거
나 통제됨으로써, 진실에 자율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 현실
을 왜곡된 이미지로써 소비하며, 최종적으로는 재난과 재난 피해자를 보
이지 않게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
반면, ‘바라보기’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나타난다. ‘바라보기’
는 스스로 거리를 조정한다. 여기에는 미디어의 매개가 적절히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즉, 외부적 조건으로서의 미디어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고
려되지만, 무엇보다도 관객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윤리적·정치
적 차원의 사진 이미지는 행위로서 분해와 재조립의 편집을 동반하기 때
문에, 관람자의 자율성이 중요해진다. 요컨대, ‘보기’와 달리 ‘바라보기’
는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미 생성은 관람자의 권한으
로 주어진다. ‘관찰자의 바라보기’는 권력화되고 획일화된 시선을 전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한다는 점에서, 팔라
스마가 제시한 ‘주변적이고 초점을 두지 않는 시야’와 대응한다.
따라서 관람자는 ‘바라보기’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인 것으로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거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관람자의 의지는 대상의 현실
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촉각을 통해서 나의 구체
적인 몸과 세계를 인식하듯, ‘바라보기’ 역시 나와 세계에 대한 동시적
인식을 수행한다. 즉, ‘바라보기’는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주변적이고 초점을 두지 않는 시야’는 관람자
가 거리를 스스로 조정하는 ‘촉각적인 보기’라는 공감각적 차원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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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 반면, ‘보기’는 이미 고정되고 통제된 행위로서, 그리고 의미의
일방적 수용으로서 일어난다. ‘바라보기’의 관람자는 온전히 통합된 몸
을 가지며, ‘보기’의 관람자는 고정된 눈만을 갖는다. ‘바라보기’의 관람
자가 갖는 몸은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 “참조와 기억과 상상, 통
합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로, 이성과 감성의 판단에 의해 연민을 추동
시키고, 재난을 인지하며, 대안적인 기억을 생성하는, 재난 사진이 ‘사건’
으로 전환되는 장소이다.

연구자는 붉은 그림들에 재난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각하는 현실
의 구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접촉과 흔적에 의한 이미지로서 상상된
붉은 그림들은 회화의 시각적 차원 내에 촉각적 느낌을 불러들인다. 붉
은 그림들은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이 표현했던 현실로부터 멀어진 이미
지를 현실에 닿으려는 이미지로 수정하기 위해 <시체들 3>(2016)[그림 22]
과 <시체들 4>(2016)[그림 23]로부터 시작된다. 붉은 그림들 각각은 <시
체들>의 화면 위에 그려진 자료 사진의 피해자들 한 명 한 명을 지시한
다.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 균열로서 잠재되었던 불편함, 죄책감, 그리
고 무력감의 정서는 붉은 그림들의 계기가 되며, 대조적인 두 단계의 그림
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재난 사진의 다른 가능성을 고찰하면서, 붉은 그
림들은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과 거의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특징과 의미
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현실을 접촉과 흔적의 이미지로 포착하기 위
해서, 붉은 그림들에는 이전 단계에서 가리워졌던 질감이 가장 중요한 방
법론으로 도입된다. <시체들>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 물감
은 얇고 평평하게 채색되어 붓터치가 드러나지 않고, 캔버스의 표면은 매
끈하게 처리되어 그림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의 물질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
는다. <희생자-Pieta>, <희생자-Descent>, <희생자-Lamentation>의 붉
은 구조물에 물감의 물질성과 거친 제스처가 다소 보이나, 이는 ‘레이어144

[그림 22] <시체들 3>, 2016,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82×227cm.
[그림 23] <시체들 4>, 2016,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82×2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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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주’의 구조가 허용하는 돌발로서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와는 달리, 붉은 그림들은 재료가 갖는 질감과 물질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질감과 물질성에 의한 감촉성은 붉은 그림들의 의미를 구축하
는 요소가 된다. 먼저, 지지체로 조직감이 두드러지는 면천을 별도로 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거친 질감이 드러나도록 한다. 이는 물감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지지체와 만나도록 한다. 매끄러운 표면
을 위해서는 지지체인 캔버스의 질감부터 제거해야 한다. 천 위에 여러 겹
으로 젯소를 칠하고, 사포질로 마무리하여 그림을 그리기 위한 표면을
만든다. 이렇게 처리된 화면은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물감이 젯소가 칠해
진 표면 아래로 스미지 못하도록 한다. 물감은 표면 위에 점착된다. 유
화 물감을 다루는 전통적인 방식은 물감의 층을 쌓아가며 그림의 이미지
를 만들어간다. 반면, 처리되지 않은 천은 씨실과 날실의 조직 사이로 물
감이 스며들고 번지게 하면서 이미지에 미치는 우연적 효과는 더욱 커지
고, 이미지와 지지체는 하나로 통합된다. 때문에, 붉은 그림들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와 같은 ‘레이어’는 발견되지 않으며, 붉은 얼룩
은 지지체인 천과 나무 프레임의 무게감을 공유한다.

붉은 그림들에는 연구자가 직접 만든 물감이 사용되는데, 물감을 만드
는 과정은 전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피를 그리기 위해 채색
된 붉은 물감은 그 자체로써 연구자의 ‘그리기’ 행위를 가리키며, <시체
들>에 그려진 피해자들이 재난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흘린 피를 물질적으
로 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붉은 물감은 이들 각각의 죽음을 환기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각각의 그림을 위한 물감의 양은 여러 수치들을 참고하
여 결정된다. 먼저, <시체들 3>과 <시체들 4>에서 ‘희생자’ 이미지들은
사진 속 피해자의 키를 추정하여 등신대로 그려진다. 붉은 그림들은 이
들 중 8세 이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체들 3>, <시체들 4>에 그
려진 키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를 참고하여 나이와
몸무게를 추정한다. 전체 혈액량은 소아의 경우 체중의 8~9%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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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하여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전체 혈액량을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하나의 그림을 위해 만들어야 할 물감의 양이 된다.[표 2],[참고그림 47],[참
고그림 48]
물감은 붉은색 안료에 유화용 보조제들을 섞어서 만들어진다. 연구자
가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 주로 사용했던 재료를 택함으로써, 붉은 색
유화 물감은 연구자의 '그리기'를 지시한다. 관람자들이 뒤마의 흔적인
붓터치를 통해 그가 관계 맺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로 매개된다면, 붉은
그림들에서는 붉은 물감을 매개로 재난의 현실에 접근하게 된다. 한편,
연구자에게 작가로서의 정체성이란 시각적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표 2]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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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47] <시체들 3>에 그려진 8세 이하 유아들의 혈액량 추정치
[참고그림 48] <시체들 4>에 그려진 8세 이하 유아들의 혈액량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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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해석하고, 또한 만들어내는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은 재난 사
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는 첫 번째 단계의 그림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속 ‘나’의 지속적
인 등장에는 재난 현실과 관련한 사진 이미지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반
영되어 있다.
직접 만든 붉은 물감이 큰 용기로 옮겨지고 물감을 모두 흡수할 수 있
는 크기로 재단된 천도 용기에 넣어진다. 붉은 물감이 천과 만나고 조직
사이로 스며들면서 접촉과 흔적으로서의 이미지가 붉은 그림들 각각의
표면에 남겨진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붉은 피의 물질적 재현인 붉은 물
감이 매개하는 것의 흔적이다. 붉은 물감은 사진에 담긴 재난 피해자의
죽음을 직설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방식이 아무리 직설적
이더라도 구체적 현실의 직접적인 흔적은 아니다. “베로니카의 수건”이나
“과달루페의 성모”가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직접적인 흔적이라면, 붉은
그림들에 남겨진 흔적은 연구자 본인의 흔적, 특히 붉은 그림들과 <시체
들>에 그려진 재난의 현실 사이에 관계 맺기를 시도하려는 흔적이다.

접촉과 흔적에 의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질감을 드러내고, 붉은 물
감을 만들면서, <시체들>을 비롯한 첫 번째 단계의 ‘지우기’가 거꾸로 되
돌려진다. <시체들>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삭제된 정보들,
특히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갖는 정보들인 키와 나이, 몸무게가 붉은 그
림들에서 회복된다. 그리고 붉은 그림들의 측면에 원본 사진이 촬영되었
던 날짜와 지명을 기록하기 위해 인터넷의 검색 엔진을 통해 사진과 관련
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시 수집한다. 사진이 촬영되었던 날짜와 장소,
혹은 사건이 일어났던 날짜와 장소 아래에는 연구자가 그림을 완성한 날
짜와 장소가 함께 기록된다.[그림 19] 이렇게 재난 현실의 시공간과 ‘나’
의 시공간을 병기함으로써, 붉은 그림들에 흔적으로 남겨진 재난의 현실
과 ‘나’의 현실의 만남이 시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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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들>의 ‘희생자’ 이미지로부터 추정된 혈액량, 혹은 그림 하나에
사용된 붉은 물감의 양은 그림의 제목으로 사용된다.179 그런데 혈액량
이 추정치라는 사실은 재난의 현실과 나의 현실 사이에 놓인 더이상 좁
힐 수 없는 절대적인 물리적 거리를 반영한다. 이 ‘절대적인 물리적 거리’
에 대한 감각은 재난 현실의 간접 경험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상
반된 방향을 향한 두 가지 가능성을 갖는다. 하나는 단절과 분리를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상상을 통한 참여를 향해 있다. 붉은 그림들이 <시체
들>의 ‘현실로부터 멀어진 이미지’에서 다시 현실의 구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후자의 상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차
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붉은 그림들에는 사진이 불충분
한 현실인 것처럼 붉은 그림들 역시 불충분하지만, 재난의 현실을 상상하
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이에 개입하기 위한 실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
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다.

(3) 불편함의 정서와 재난의 기억

붉은 그림들은 벽에 걸리지 않고 바닥에 눕히거나 벽에 기대어 세워지
고, 혹은 전시 공간 중앙에 세로로 걸린다.[그림 20],[그림 21] 이러한 설치
방식은 붉은 그림들을 ‘장면’이 아니라 물질적 존재로서 감각하게 한다.
천에 남겨진 붉은 흔적 또한 천 자체의 거친 질감과 함께 시각과 촉각의
공감각을 불러 일으킨다. 붉은 그림들은 재난의 시공간과 ‘우리’의 시공
간의 만남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 의미의 ‘빈 공간’이
연구자가 ‘구경꾼’과 ‘관찰자’의 대립적인 태도 사이를 오가면서 넓혀진
공간에 의해 확보된다면, 붉은 그림들에서 의미의 ‘빈 공간’은 재난의 현
실을 전달하는 구체적 형상이 사라지고, 시각과 촉감의 공감각에 의한 감
붉은 그림들 각각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255>(2016, 이하 동일), <340>, <365>, <510>,
<600>, <850>, <1,100>, <1,360>, <1,785>, <1,800>, <1,870>, <1,920>, <2,00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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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성의 이미지로 대체되면서 생성된다. 관람자는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접촉’과 ‘흔적’의 붉은 얼룩들에 의해 재난의 현실로 주관적이고 직관
적인 방식으로 매개된다.

한편,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의 정서는 연구자의 모든 작업들
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이러한 감정들은 첫 번째 단계의 그림
들에서 붉은 그림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때문에 붉은 그림들에서는
가려지거나 억제되었던 감정들이 표출된다. 감정들은 재난 사진들이 단
지 소비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불편함과 죄책감이 소비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무력감이 한계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가시적인 행위나 결
과로 곧장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현실을 마
주하는 짧은 순간에, ‘매개’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후에 불편함과 죄
책감, 그리고 무력감의 정서는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재난 뉴스와 함
께 잊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잠재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험에서는 재난
과 재난 이미지 자체가 그러한 감정들의 형태로 잠재된다.
붉은 그림들에서는 그림들의 감상에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포함함으
로써, 감정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작
동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된
다. 여기서는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을 애도와 연민과 함께 재
난의 현실과 관련한 -넓은 의미의-참여의 가능성 속에서 다시 살펴보고
자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연민은 타인과의 동류의식을 전제로 하며 타인의 현
실과 나의 현실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연민은 타인을 나와 공존하는 ‘이
웃-타자’로 인식한다. 때문에 연민은 그 자체로 윤리적·정치적인 경험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비록 연민은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한
계를 갖지만, 마음 속에서 연민이 생겨날 때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하
여 일종의 책임 의식을 갖는다.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은 이 책
임 의식이 해결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연민은 근본적으로 타
151

인과 타인이 겪고 있는 재난이 잊히거나 가볍게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한다. 그렇다면, ‘연민에 의한 그리기’는 재난의 현실과 재난 사진의
소비보다는 책임에 초점을 두면서 행해진다. ‘그리기’의 결과물로서 이미
지를 남긴다는 것은 ‘바라보기’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망각되지 않
도록 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이다. 실버스톤에 따르면, “기억은 능동적인
결정력이다. 징후적으로 잊기를 꾀하는 만큼이나 잊지 않으려 애쓰는 것
이며, 그렇기에 역동적이다.”180

<애도에의 애도>(2012)[그림 24] 연작은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그림
이다. 붉은 구조물 안에는 흰색의 리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리본 위의
글자들은 보도 사진의 캡션을 해체한 것으로, 글자들을 중복시키거나 뒤
집거나 순서를 바꾸어 읽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는 ‘희생자’ 이미지와 마
찬가지로, 사진을 설명하는 캡션이나 기사 역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보도사진 속의 애도, 보도사진을 바라보는 이들의 애도, 마지막으로 그
애도가 현실을 이미지로 소진 해버리는 가벼움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애도. 나 자신이 얼어붙은 사진 표면 너머의 리얼리티에 닿을 수 없기에,
나의 작업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애도’, 소비의 리얼
리티이다.181

연구자는 2013년의 작업 노트에서 애도를 “소비의 리얼리티”에 속하는
것으로 썼다. 그러나 재난을 바라보는 경험이 낳는 불편함과 죄책감, 무
력감의 정서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이는 소비의 리얼리티에 대한 애도
로 수정된다. 즉, “애도에의 애도”는 애도라는 깊은 감정의 연결고리가
사라졌음에 대한 슬픔을 뜻하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된다.
180

로저 실버스톤, op.cit., p.187.

181

이보람, “작업 노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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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애도에의 애도 2>, 2012, 캔버스에 유채 및 아크릴 채색, 162.2×130.3cm.

애도의 한자어 ‘哀悼’는 ‘슬퍼하다’와 ‘죽은 이에 대하여 슬퍼하다’
가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mourning’의 어원에는 ‘기억하다’의 의미가
내재된다. 이에 따라, 애도는 친밀한 대상의 상실에서 비롯된 깊은 슬픔
으로, “단지 슬퍼한다는 차원을 넘어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행위이다. 애
도의 주체는 대상과의 그 기억으로 인해 상실의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주
체다. 고통이 없다면 애도가 아니다.”182 애도는 이러한 심리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애도는 “고통의 실체가 가리키는 진실을 목도하고 궁
극적으로는 이 진실에 충실하기 위한 자신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 전체를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 2015,
Vol.35, p.4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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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른다.”183 여기서 애도는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된다. 문강형준에 따르
면,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애도가 재난을 초래하는 현실을 변혁시키
는 정치적 가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열정, 분노, 광신과 같은 적극적
인 정동의 ‘도움’”184 이 필요하다.
열정, 분노, 광신이 재난이 초래하는 상실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적 소
비를 차단하고 애도의 정치성이 작동하도록 한다면, 불편함과 죄책감, 그
리고 무력감의 정서는 재난과 재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내면에 들러붙
는다. 이는 애도가 갖는 정치적 가능성보다 훨씬 미약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잠재한다. 디디-위베르만은 이러한 존재성을 퇴조할 뿐 사라지지
않는 ‘반딧불-이미지의 잔존’으로 설명한다. 잔존하는 이미지는 돌연 지
금의 시점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억압되었던 것이 회귀하는 징후의 순
간이며, 주체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비의지적
기억이다. 마치 무의식이 일상을 지배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것처럼, 잔존
하는 이미지들은 연약하고 징후의 순간은 찰나적이다. 그러나 “무의식
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문제적인 존재이다.”185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 불편함과 죄책감, 무력감은 전반적인 주제
와 대조적인 것으로 돌발하면서, 그림의 시각적 차원과 의미의 차원 모두
에서 통일성을 방해하며 다양한 바라보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
한 감정들은 두 번째 단계의 그림들로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바꾸
어 말하면, 붉은 그림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불편한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
한 하나의 방편임을 의미한다. 붉은 그림들에 부여된 재난 현실의 환기라
는 윤리적 차원의 주제 이면에는,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욕구가 더 근
본적인 것으로서 자리한다. 조직감이 거친 천을 다루거나 안료로 물감을
만들고 염색하는 붉은 그림들의 작업 과정에는 ‘만짐’을 통해서 위안을

183

Ibid., p.51.

184

Ibid., p.63.

185

디디-위베르만의 잔존과 징후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조르주 디디-위베르

만, op.cit., pp.1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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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치유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은
그것을 초래하는 재난이 해결되기 전까지 해소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
한 감정들은 애도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때까지 재난이 잊히지 않도록
기억에 관여하면서 애도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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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려진 연구자의 작업을 다루면
서, 재난과 재난 사진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상반된 논의를 포함하였
다. 연구자는 재난을 다루는 회화적 실천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회화를 분석하였다. 그림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이 현실로부터의 단절과 분
리를 관찰하고 표현한다면, 두 번째 단계인 붉은 그림들에서는 이전 그림
들에서 잠재되었던 불편함이 사진이 매개하는 재난의 현실에 대한 구체
적 감각과 함께 표현된다.

먼저, 본론의 첫 장에서는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의 간접 경험을 다루
었다. 재난의 현실을 전달하는 매스 미디어는 사실을 불충분하게 전달하
거나 왜곡하는 윤리적·정치적인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정보의 수용자
인 현대인은 현실로부터 단절과 분리를 겪으며 ‘구경꾼’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이미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단절과 분리 사이에 순환관계
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전자는 후자를, 후자는 전자를 다시 강화한다.
한편,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미디어의 다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개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의제가 선택되며, 수평
적인 관계 속에서 지식, 인식, 가치와 경험을 포함하는 정보가 상호적으
로 공유된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재난의 매개를 통한 소통 가
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통하고 참여하려는 개
인의 의지이다. 소통은 미디어의 본래적 기능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
기 위한 노력이다.
재난 사진의 수용에서, 단절과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사진 논의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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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논의는 동시에 고찰되어야 한다. 후자의 맥락
에서 아줄레이는 재난 사진을 하나의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사진의 시
민 계약’에 의한 행위로서 해석한다. ‘사진의 시민 계약’에서 사진을 찍
는 사람, 사진에 찍히는 사람,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 사진을 보는 사람
은 모두 발신자로서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 능동적 참여에 의해 재난 사
진은 재난을 가시화하고 긴급 사태를 선언하는 ‘재앙의 진술’로서 이루
어지는데, 이는 연민에 의해 추동된다. 연민은 ‘우리’, 혹은 ‘이웃-타자’
의 경계를 확장하면서, 타인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은 것으로 인
식하는 관계 맺기의 정서이다.
‘사진의 시민 계약’에서 사진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으며, 열려 있고 비
어 있다. 이러한 의미의 ‘빈 공간’은 르포르가 말한 민주적 권력의 존재
형태인 ‘빈 공간’을 닮아 있다. 의미와 권력이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지만
그것의 자리를 비워놓은 채로 유지하는 역설이 의미를 생성하는 자리를
모두에게 열어놓는다.
한편,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의 재현불가능성은 이미지의 힘과 재현 체
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재난을 근원적으로 내포하는 문명 자체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다. 재현불가능성의 주장은 이들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는 의의를 지니지만, 근본적으로 재난의 이미지를 거부하면서 재난을 비
가시적으로 만들고 재난의 실체를 모호하게 하며 신화화한다. 이와 반대
로, 디디-위베르만은 ‘진실의 결함적 자취’인 이미지의 힘을 긍정한다.
그는 아줄레이와 유사하게 이미지를 정치적 행위와 상상에 의한 ‘몽타
주’로서 설명한다. 재난의 이미지는 피해자들을 가시화함으로써 그들의
소멸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연구자는 재난의 재현가능성에 집중하여, 재난을 다루는 회화들의 사
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진이 없는 곳에서 증거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미트와시의 회화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재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투이만과 뒤마의 회화를 살펴보았다. 투이만과 뒤마는 ‘진
실의 결함적 자취’인 이미지를 사진과 회화의 매체적 차원에서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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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이만은 원근법적 공간을 해체하면서, 그리고 뒤마는 중립적인 태도
를 취하면서 의미의 ‘빈 공간’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관람자에게 의미
생성의 권한이 넘겨지면서, 이들은 재난의 현실로 연결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 사진을 다루는 회화적 실천의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재난의 발생과 재
현 모두에 이중으로 관여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역설적으로 이미지를 통
해서 재난 자체와 재난의 재현을 동시에 공론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재현의 틀을 해체하고, 관람자들의 ‘바라보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의미의 ‘빈 공간’이 제시되었다. 연구자의
첫 번째 단계의 그림들에서, 의미의 ‘빈 공간’이 연구자가 ‘구경꾼’과 ‘관
찰자’의 대립적인 태도 사이를 오가면서 넓혀진 공간에 의해 확보된다면,
두 번째 단계인 붉은 그림들에서는 재난의 현실을 전달하는 구체적 형상
이 사라지고, 시각과 촉감의 공감각에 의한 감촉성의 이미지로 대체되면
서 의미의 ‘빈 공간’이 확보된다.
작업의 분석과 함께, 불편함과 죄책감, 무력감의 정서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의 정서는 재난과 재난 사진
을 보는 사람들의 내면에 들러붙는다. 이는 미약하지만 사라지지 않으면
서 재난의 현실로 다시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레이
어-콜라주’의 구조 내에 잠재되었던 이러한 감정들은 두 번째 단계의 붉
은 그림들의 계기가 된다. 두 단계의 그림들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재난
의 현실과 재난 사진의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실은 이 두 가지 차원
에 의해 좀더 균형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재난을 표현하는 회화는 대개의 경우 재난의 사후에, ‘우리’의 현실에
서 이루어지는 재난의 간접 경험을 다룬다. 회화의 효과는 현실에 대해 ‘빠
르게’ 말하거나 전달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그리는 이의 개인적
관점에 의해 매개된 재난을 표현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대안적 현실과
대안적 기억을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나아가 회화적 실천에 의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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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바라보는 이들이 또다른 대안적 현실과 기억을 생성하도록 하
는 것에 있다. 연구자는 사진과 회화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고통
을 다루는 미디어이며, 이를 통해 타인과 공존하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
는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작업 중에 수집되는 사진들은 시각적 자료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작업
과 관련된 주요한 전제들을 고찰하게 한다. 실제로 재난 사진을 보는 경
험이 지난 몇 년 동안 연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재난을 매
개하는 사진에 대한 연구는 작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론적으
로, 간접 경험으로서의 사진 보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디디-위베르만의
표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이미지에 내재된 가능성에 좀더 무
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와 작업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진
행될 것이다.
우선, 연구자 본인의 그림에서 의미의 ‘빈 공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의 정
서가 ‘반딧불’로서 갖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과 사진 매개의
재난을 바라볼 때에 표출되는 이러한 감정들은 그간 중요시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 역시 재난 사진의 수용
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재난 현실에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
로서 잠재된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느껴진다. 특히 불편함과 죄책감, 무력
감과 같은 감정의 분석에 필요한 언어를 확보하고 좀더 예민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타인을 고통을 다루는 작품에 대하여, 때로는 그것이 재난과 재난 피
해자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작가의 입
장에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이미지를 보고 그리는 일에는 고
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창작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분명 존재
하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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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고통을 작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이는 근본적으
로 예술의 무력함을 인정하거나 가정하여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가정 자체를 거꾸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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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ainting that Embraces
Media-mediated Disaster
- Based on the M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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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er's paintings deal with the issue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media-mediated disasters and disaster photography. Among the works from
2009 to 2016, the first phase paintings represent disconnection and separation
from the disaster reality, while the second phase paintings represent the attempt
to reduce distance and call attention to the concreteness of disaster reality. This
study contemplates media that mediates disaster and disaster photography from
the scope of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communication, and subsequently
analyzes paintings that deal with disasters, focusing on ‘empty spaces’ in which
their meanings are generated. This will provide a language that enables a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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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er's own work, and may be able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ct as a partial clue
in examining the ethical and political roles of photography and painting.
Mass media that deliver the realities of disaster have the limit of facts being
insufficiently conveyed or distorted. Hence, modern people that are the
recipients of information experience disconnection and separation from reality,
ending up existing as 'onlookers'. But the diversification of media that results
from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calls for the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participate,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on
disaster. Communication is media’s most basic function, an endeavor that
strives for coexistence with others.
Just as with media, the limitations of photography are explained by
disconnection and separation. However, Azoulay acknowledges the
participatory role of photography by interpreting it as an act of 'civil contract of
photography'. In particular, disaster photography is conducted as a ‘disaster
statement’ that visualizes disaster and declares it as an emergency. This is
driven by compassion. Compassion is the emotion of relationship that expands
the boundaries of 'us' or 'neighbor-others' and recognizes the reality of others as
being not so distant from our own reality.
In such act of photography, the meaning of photographs is not fixed, but open
and empty. The 'empty space' in this sense resembles the 'empty space' that
Lefort spoke of as democratic power’s form of existence. The 'empty space'
constantly renews the interpretation of photographs, and continues its reception
and transmission.
On the other hand, the irreproducibility of ‘inconceivable’ disaster is related
to the distrust in the image’s power and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and the
rejection of the civilization itself in which the disaster is inherent. While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calls for self-reflection, it obscures and mythicizes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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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ts rejection of images of disaster. In contrast, Didi-Huberman acknowledges
the power of the image that is a ‘defective trace of truth’. He asserts that the
image itself is a political action and an act of imagining. Joo Hyung-il claims
that unreproducible disasters can be approached through imagination.
Whereas photography is next to the scene of the disaster, paintings happen
later. First, Tuyman questions the photographic image and deconstructs the
framework that forms the meaning of photography and painting. Dumas
intuitively and incidentally expresses the impressions and feelings he received
from images. By securing the ‘empty space’ of meaning and transferring it to
the audience, Tuyman and Dumas connects them to reality.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the dominant ideology which is involved in both
the outbreak and representation of disasters, can paradoxically be revealed
through images. In addition, the 'empty space' of meaning serves as a
methodology of pictorial practice that deal with disaster, and this 'empty space'
appear in two different methods in the researcher's work. In the first phase, it is
secured by the space that is widened as the researcher moves between the
opposing attitudes of an ‘onlooker’ and an ‘observer’, and in the second phase,
it is secured as the concrete shapes that convey the reality of disaster disappear
to be replaced with images of tactile sense by synesthesia of sight and touch.
The feelings of dis-ease, guilt and helplessness adhere to the inner side of
those who see disaster and disaster photography. The feeling of dis-ease that
was inherent in the structure of 'layer-collage' acts as the trigger for the ‘Red
Paintings’ in the second phase. While the paintings of the two phases contrast
with one another, the concrete reality of the acceptance of disaster can be
approached in a more balanced way through these differing dimensions.
In conclusion, even though the researcher partially acknowledges the
limitations of disaster photography, more weight is put on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herent in the image of disaster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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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 Didi-Huberman's expression, ‘in spite of all’. Therefore, future research
and work will also be conducted in suc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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