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술과 질적 연구방법론 그리고 재매개*

정  규 (이화여 )

Ⅰ. 들어가는 말

포스트모더니즘이 끼친 향은 지 하다. 그 에서도 거 담론이 지닌 연

역  태도와 자연과학  계량화와 표 화 그리고 객 주의에 항하여 든 반

기는 여 히 휘날리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계량화와 표 화를 도구로 한 양  연구 방법론의 객 주의가 더 이

상 유일하며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없다는 회의가 질  연구방법론의 가능

성을 타진하게 했던 것이다. 객 으로 바른 명제라는 “객 주의의 주문”1)

은, “사회 으로 연 성 있는 개념의 지식”2)을 생성하는 것으로 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방법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사회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학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질 연구 방법론

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상에 한 심층  연구는 이미 질  연구 방

법론을 선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텍스트 주 연구에서 벗어나 
‘탈경계’를 선언하며 다양한 문화 상을 ‘읽어’ 내려는 시도가 함의하는 바를 
추 하는 것은 비교  최근의 경향이다. 구술의 경우 데이터를 뽑아내기 해 
양 인 추출을 우선하던 연구방식은, 구술이 지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개
별성을 학문 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라지
는 직업’이란 주제 하에 채록한 구술 가운데 특히 매체  특성을 지닌 직업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KRF-2007-361-AL0015).
1) W. Bonß / H. Hartmann (Hg.): Entzauberte Wissenschaft. Zur Realität und Geltung so- 

ziologischer Forschung, Göttingen 1985, S. 21. 
2) Bonß & Hartmann,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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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여, 이 직업에 종사한 구술자들이 겪은 체험을 심으로 이들의 직업  

경험이 어떻게 문화 으로 재가공 혹은 재매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질적 연구방법론과 재매개의 방법론

II.1. 질  연구방법론

질  연구에는 다양한 근방법이 존재한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사회학
자인 우베 릭에 따르면 크게 보아 세 가지의 요한 이론  입장이 존재한

다.3) 첫 번째는 ‘상징  상호작용론’의 틀 속에서 개개인이 주 으로 부여

하는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방법론’으로서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행 와 그 산물에 심을 갖는 입장이며, 세 번째는 ‘구조주
의  는 정신분석  입장’으로서 심리 ㆍ사회 인 무의식 과정에 심을 

갖는다. 그 에서 아래에 용되는 방법은 상징  상호작용론의 틀과 구조주

의  는 정신분석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이 배제되는 이유는, 일상생활
방법론 연구의 특성이 “일상 인 행 와 수행, 그러한 행 가 수행된 지엽  

맥락 등의 구성에 심을 두는 것”4)으로, 특별히 을 끌거나 의미가 부여되
는 것과 같은 특이한 일보다는 ‘일상생활의 평범함’에 심을 갖기 때문이다. 
먼  상징  상호작용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 제를 가진다.5) 

1) 인간은 어떤 것(상황)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을 때 행동한다.
2) 그러한 것의 의미는 본인과 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  상호행 에서 

발생한다.
3) 이러한 의미는 그 어떤 것(상황)을 처리하는 해석과정에서 변화된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베 플릭의 질적 연구방법 (한울아카데미 2009) 2장 ‘이론

적 입장’ 참조. 
4) 우베 플릭, 56면. 
5) Blumer, 1969: 2 참조. 우베 플릭, 5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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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주의  는 정신분석  입장에서 최근에 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어
떤 상에 한 사회  표상을 다루는 사회심리학  연구 로그램”6)이다. 
‘사회  표상’은 가치ㆍ 념ㆍ실천의 체계로서 이 표상은 두 가지 기능을 

제로 한다. 첫째는 “사람들이 물질 ㆍ사회  세계 속에서 방향성을 얻거나 

세계를 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들
이 사회 으로 교류하기 한 코드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  개인 ㆍ집단

 역사의 여러 측면을 명확하게 명명하고 분류하기 한 코드를 제공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7)이다. 첫 번째 기능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두 번째 기능의 경우 아래에서 다룰 ‘사
라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했던 이들은 사람들의 심에서 멀어져 
가는 세계를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를 가능하게 한

다기보다는, 이러한 자신들의 경험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정함으로써 화를 
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라지는 직업’의 사회  경험은 ‘사회
 무의식’ 차원으로 숨겨진다고 할 수 있다. 
사라지는 직업 종사자들의 경우 특히 고려되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입장(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이 사라져간다는 )에 
처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립하는가? 이 배
후에는 다양한 주  입장과 사회  배경이 존재하는데, 매체  을 고려

할 때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재매개’에 한 이다.  

II.2. 재목 화 혹은 재매개 

뒤에서 다루게 될 ‘사라지는 직업’의 문화 ㆍ기술  체험은 재목 화 

repurposing와 재매개 remediation라는 두 가지 양상을 가지므로, 먼  이에 

한 간략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매체간의 이와 재사용과 

6) 우베 플릭, 63면.
7) 우베 플릭,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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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이 두 용어  첫 번째 것은 “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취해 그것
을 다른 미디어에서 재사용”8)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소설이 화화되는 과
정은 재목 화의 형 인 이다. 이때 화는 소설의 거리나 기본구도와 
같은 원천자료는 취하면서도 소설이 지닌 문자  특성에 한 고려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는다. 반면 같은 양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매개의 경우 “한 미
디어를 다른 미디어에서 표상하는 것”9)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재매개는 
매체가 디지털화되면서 다양하고도 폭발 으로 그 지평을 넓 가고 있다. 가
령 그림이나 인쇄된 텍스트를 스캔하여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재매개의 양상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존 매
체의 속성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을 통해 기존 매체를 개선하
는 식의 재매개도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자백과사 은 기존의 텍스트 순

서와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소리와 동 상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매체

의 특성을 가미하는 식으로 기존의 매체를 재매개한다. 최근 들어 가장 흔한 
재매개의 양상은 텔 비 과 인터넷이다. 이 두 매체는 서로 경쟁 으로 상

매체를 재매개한다. 발생사 으로 볼 때는 텔 비 이 선행 매체고 인터넷이 

후발 매체지만 서로의 재매개를 통해 그 경계는  흐려지는 것처럼 보인

다. 수많은 웹페이지들은 텔 비 과 같은 동 상화면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동시에 한 화면에 수많은 다른 텍스트 정보들과 배경음악, 
음악 일을 함께 늘어놓는다. 역으로 디지털 TV가 목표로 삼고 있는 주문형 
방향 TV는, 차 인터넷의 웹페이지를 닮아가고 있다. 시청자는 제공되는 
로그램들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구입하고 반복재생
해 본다. 동시에 화면 한편에서는 뉴스 자막이나 다음 로그램에 한 고 
혹은 상품 고가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볼터와 그루신이 결론내리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의 그 어떤 미디

어도 기존의 테크놀로지들을 언 하면서 자신의 문화  의미를 규정”10)할 수

8)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53면. 

9) 볼터/그루신, 53면. 
10) 볼터/그루신,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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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테크놀로지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 끊임없이 재매개된다. 따라서 ‘사라지는 직업’은 그것이 
특히 매체와 련된 경우 재매개될 가능성을 충분히 함의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 단순히 테크놀로지의 재매개만 요한 것이 아니라, 재개매되는 과정에
서 자아가 겪는 체험 혹은 정체성의 재매개 역시 언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우리는 “항상 과거나 재의 다른 미디어와의 계 속에서 특정 미디어를 
이해하기 때문”11)이다. 

Ⅲ. 변사와 이중서술－영화

화는 시간 술이다. 하나의 쇼트가 장면 환 없이 흐를 때 객은 별 무

리 없이 내러티 를 좇을 수 있다. 하지만 쇼트가 바 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앞의 것과 뒤의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쇼트와 쇼트의 연결은 
객의 가 한 해석작업”12)을 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객은 이 장면 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자신의 화언어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가령 등장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문제가 된다고 하자. 실  

시간감각으로는 이러한 화면진행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개 상이 
물결치듯이 흐려진다든가, 화면의 색이 바 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를 화언

어 으로 표 한다. 사를 들을 수 없는 무성 화의 시 에 이런 식의 문제

는 훨씬 심각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쇼트가 하나이더라도 무성 화에서

는 등장인물 간의 화가 길어지면 객은 그 내용을 따라가기 힘든 것이다. 
이럴 경우 해결책은 간자막을 사용하는 것이다. 무성 화에서 간자막이 

차지하는 역할은, 표정이나 사건 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

는 것이었다.

11) 볼터/그루신, 278면. 강조는 필자.
12) 앙드레 고드로: 영화서술학, 동문선 2001,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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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화를 보완하는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 화해설자”13)인 변사를 등

장시켜 화내용을 효과 으로 달하는 것이다. 지 은 나이 지 한 사람들

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이 변사라는 직업은, 무성 화가 인 인기를 

끌던 시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직업이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들의 인기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들의 인기와 존재가치는, “ 화가 어떤 

작품인가라는 사실보다 그 화의 설명을 담당하는 변사가 구인가에 따라 

화의 인기가 달라지기까지 했”14)을 정도로 지 했다.  
태생이 불완 한 미디어를 완성해 나가는 이러한 임시변통(?)의 방식은 어

쩔 수 없는 보완이긴 하지만 나름 로의 창조  가치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최첨단 미디어 시 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낯선 풍경은 아니다. 를 

들어 문자수가 제한된 핸드폰 단문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자를 의

도 으로 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아이콘을 창조하는 행 는, 미디
어의 한계가 오히려 창조의 기회로 활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좀 더 확장해 
보자면 2차원 평면에 그려진 회화에 입체감을 부여하기 해 명암을 다든
가, 원근법을 사용해 거리감을 주는 것 역시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노
력이 창조 으로 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무성 화도 아닌데 한국 화에 한 자막이 달리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에

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도는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에게는 최소한의 배려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한 자막 없는 한국 화

는 청각장애인 객에게는 무나도 폭력 인 처사일 수 있다는 이 드러난

다. 무성 화는 이런 식으로도 재매개의 과정을 겪는다. 
그 다면 무성 화에 항상 따라다니던 변사라는 직업에 담겨 있는 문화  

체험은 어떻게 재매개될 수 있을까? 우선 무성 화에 사를 달고 화를 맛

깔나게 하던 변사의 체험은 이야기꾼의 원  체험과 맞닿아 있다. 변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미 이야기꾼을 재매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의 
화상황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회고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 강현구: 대중문화와 문학, 보고사 2004, 61면.
14) 같은 책,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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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극장으로 말하면, 야시장에서 싸구려로 는 이야기 는 고 소설을 

읽을 때에나 나옴직한 목쉰 말투로 설(前說)을 끝내야만 의례히 사가 시작되

기 마련이었다. 그러면 변사는 한껏 목소리를 가다듬어 제스처도 멋지게 해설을 

개하는데, 흥에 겨울 때의 그 얼굴 표정이 한 볼만했다. ... 특히 의음(擬音)을 

내느라고 그들은 무척 골몰했는데, 를 들면 포 소리나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소리 신에 북을 두드렸고, 격투장면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실감을 내기 해 

테이블을 쿵쿵 치면서 호들갑을 떨어야 했던 것이다.15)

혼자서 화에 등장하는 남자배우와 여자배우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음향효과까지 담당해야 했던 이들은, “단순히 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보면서 혼자 ‘공연’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16)던 셈이다. 
마지막 변사인 신출의 구술에서는 자신이 렸던 이러한 과거의 화(榮

華)에 한 향수가 진하게 묻어난다. 

신  출 : 마지막으로 핸 화 벌써 지 두까지 어, <검사와 여선생>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그거는 지 도 사기하고 필림하고 모든 장비가 내, 내가 가지구 있어.  
그거, 그거, 그게 마지막. 마지막이었어. 왜, 왜 그르냐믄 형님이 댕기믄서 (윤
령)이한테 왜 (윤 령)이 촬 한다구 돈을 줬, 줬다구 그랬잖아?
정 규 : .
신  출 : 그거 주니까 권을 우리한테 냄겨라.  본 하구 그, 그래서 그건,
정 규 : 아, 권을 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나, 계신 건가요?
신  출 : 어, 그럼. 그 지. 그러니까 권이 형, 형님 꺼니까 죽, 돌아가신 형님 

꺼니까 내, 내가 변사하구 그랬으니까. 어, 처음부터 <검사와 여선생> 촬  끝나

고 그거 국도극장. 국도극장에 걸 때 변사두 무료루 내가 해 주구 그르, 그랬어. 
(이화인문과학원 소장 아카이 , 신출 녹취록, 29면)17)

변사 신출의 경우 그의 매체 체험은 개인 으로 더 이상 재매개되지 못한 

채 회상의 내용으로만 기능한다. 하지만 이는 생물학  이유 때문이지 그의 

15) 안종화: 한국영화측면비사, 현대미학사 1998, 30면. 
16) 강현구: 대중문화와 문학, 보고사 2004, 62면.
17) 아래에서 구술인용은 모두 이화인문과학원에 소장된 아카이브의 녹취록에 기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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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체험이 재매개될 가능성이 애 부터 없기 때문은 아니다. 이미 변사가 
성기를 리던 당시의 소설에는 변사의 ‘공연’  성격을 소설 속에 집어넣
으려는 시도가 심심찮게 에 뜨인다. 가령 1927년에 나온 최독견의 승방비
곡에는 화의 모티 나 노라마 쇼트, 팬쇼트, 틸트 쇼트, 래쉬 백 쇼트

와 같은 화언어가 차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18) 변사의 목소리가 등장하여 
감정을 극 으로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명숙의 감은 에서는 물이 주르르 흘 다. 
일은 자기가 쓸데없는 말을 꺼내어 명숙을 울린 것을 후회하고 그 로 밖으로 

나가 버렸다.
한명숙, 그의 아들, 그의 오빠,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서 문 감옥이다. 불같은 여름 볕이 일천 오백 명 죄수의 몸에 액체를 있는 그

로 짜 버리려는 듯이 내리 쪼이었다.19)

굵게 강조된 부분이 변사를 염두에 둔 차용이다. 객을 향해 웅변투로 외

치는 변사의 목소리를 등장시킴으로써 소설은 “감정의 극  고조나 긴장

감”20)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화  기법을 소설 속에 재매개하고자 하는 

상호매체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의 인용문에서  한 가지 에 띄는 은 ‘서 문 감옥이다’라는 화자

의 언 이다. 인용의 앞부분과는 다른 장소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변사의 친 한 해설이 소설에 차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의 화에서

라면 짧은 자막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이처럼 변사의 존재는 여러 단계의 변
용을 거치며 다양한 매체 속에 용해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오락
로그램에서 자막이 차지하는 비 이  높아져가고 있는 경향은,21) 상의 

18) 이에 대해서는 강현구: 최독견의 승방비곡에 나타난 영화의 영향, 한국문예비평연구 4
집, 1999.6 참조. 

19) 최독견: 승방비곡, 민중서관 1959, 372면.
20) 강현구: 대중문화와 문학, 보고사 2004, 68면. 
21)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강연임: 오락프로그램 자막언어의 유형과 기능, 실린 곳: 한

국언어문학 62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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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외부에서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변사와 같은 메커니즘을 보여 다고도 

할 수 있다. 방송국마다 넘쳐나는 오락 로그램에서는 참가자의 세세한 감정

표 이나 웃음 포인트를 한 편집자의 멘트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데, 이는 
시청자가 미처 악하지 못한 지 을 강조하거나 비틂으로써 자극을 극 화

하여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다.
좀더 진지하게 근하자면 와 같은 경향은, 화의 흐름과 변사의 해석

이 함께 진행되는 “이 서술기법”22)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독일

작가인 게르트 호 만이  화이야기꾼에서 주제화한 것처럼, 이와 같은 기
법은 “정교하게 나 어진 서술시 ”23)이 작동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Ⅳ. 영화간판과 생태미술－회화

지 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해 화간 을 본 따 만

든 음식  간 이 가끔 에 띌 뿐, 화를 홍보하기 해 화  앞에 손으

로 그린 화간 을 거는 일은 거의 무하다시피 하다. 하지만 지난 세기의 
칠팔십 년 를 지나쳐 온 사람이라면 구나 화 과 화간 에 한 추억

을 한두 개 쯤은 간직하고 있다. 소설가 안정효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에
서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 있다. “ 화 포스터나 로그램이나 간 에서 

‘총천연색(總天然色)’이라고 빨강, 노랑, 랑, 록빛으로 한 자씩 낙 을 

듯 박아놓은 것만 도 당장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상상력이 온갖 움직이

는 그림들을 화려한 빛깔로 채색하기 시작했다.”24) 이러한 화간 에는 나

름 로의 문화  가치와 의미가 숨어 있다. 남 주에 치한 주극장에서 

22) 앙드레 고드로: 영화서술학, 101면.
23) Leonore Schwartz: Der kleine König mit dem großen Zeigestock, in: Deutsches Allge- 

meines Sonntagsblatt, 23. 11. 1990, S. 34. Reinhard Rösler: Gert Hofmann. Der Kino- 
erzähler, in: Weimarer Beiträge 37 (1991) 3, S. 448에서 재인용.

24) 안정효: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민족과문학사 1992,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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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화간  그리는 작업을 고집스럽게 계속 이어가며 ‘마지막 화간
쟁이’라 불리는 박태규는 자신이 화간 그리기에 입문한 이유를 다음과 같

이 회고한다. 

박태규 : 일단 스 일도 인자 그 다를뿐더러 어, 제가 인자 학교 다닐 때는 미술

패 활동을 했다는 거 아까 말 드렸지만 그런 내용이 어, 뭔가 달, 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에 해서 좀 작가의 어떤 고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도, 뭐 

어떤 철학도, 어떤 자기 생각도 인자 요하지만, 보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 서서 

쉽게 달될 수 있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해 제가 좀, 좀 사

실 인 그런, 직선 인 그런 내용들을 좋아했었던가 요. 어, 일단은 쉽게 인자 

해들,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진행해오면서 쉽진 않았었죠. 그런 내용에 있어

서 좀 맞지 않은 것, 그리고 재료부터 달라서 되게 힘들어 했고, 표  방법도 다

르고 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인자 계속 쌓이니까 인자 그것들이 

인자 된 것인데, 일단 요한 것은 그런 어떤 그 쉽게 달할 수 있는, 그리고 많

은 사람들한테 쉽게 이 게 받아들이고, 직선 으로 이야기하고, 어렵지 않고, 돌
리지 않고, 이 게 달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매체 지 않는가. 그런데서 인제 

호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애요. (박태규 녹취록, 3쪽)

아카데미 회화의 순수 술성과 다른 회화의 직  달가능성이 박태규가 

화간 이라는 매체에 심을 가지게 된 직 인 이유 던 셈이다. 하지만 
한창 호황을 리던 화간 은 80년 를 지나면서 속히 사라지기 시작했

다. 컴퓨터를 이용한 실사인쇄가 화간 작업을 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러더니 지 은 그 흔하던 화간 을 찾아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주

극장에서도 이제 간 은 일 년에 한두 개씩 걸릴 뿐이어서, 간 을 그리는 일

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박태규는 미술학원을 운 하며 틈틈이 미술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  에 띄는 것은 2002년 주비엔날 에 출품

한 < 주탈출>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업이 흥미로운 지 은 그가 주라는 

지역  특성과 역사  기억을 자신의 화간 작업 경험과 결합시켜 놓고 있

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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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 지  인자 몇 년 에 해왔던 내용을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그 

2002년도에 주 탈출이라는 내용으로 뭐 그 때 비엔날  때 참석을 해서, 참여,  

정 규 : 주비엔날 .
박태규 : 네. 주비엔날  참여, 참여를 해서 실제 가상의 화를 만들어서 시내 

곳곳에 어, 포스터를 붙이고, 포스터 작업까지 같이해서 주 탈출이라는 화가 

없는데, 실제 있는 것처럼. 그 때 그 공간에 한 해석을 하는 어떤 시 는데, 
어, 주 탈출은 어, 주 5.18 자유 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 자

유 공원 그 공간은 옛날 그, 헌병 가 있고, 창이 있고, 어, 군법원이 있었던.  
그리고 군부 가 있었던 그런 공간. 상무 가, 에 공간에 있었던 공간이고, 그 공

간에 한 해석을 한 공간인데, 그 공간이 기존에 인자 상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서, 그것이 에,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다시 그 에다가 어, 다시 이 게 재생해

서 복원핸 상황이죠, 그 공간을. 어, 그 시기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처음으로 

인자 국가 으로 인정을 받아, 받아가는 상황, 그 과정이고. 그 까지는 거의 뭐 

인정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인정을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뭐 심

밖에 있던 것들이 사실 이 게 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에 한 해석이죠. 근께 화간 도 실제 있는 화는 아니지만 가상의 화

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헌병  식당에서 어, 화 상 을 하는 가상의 화 상

을 그런 컨셉으로 이 게 제작을 했던. 실제 제가 인자 그것을 화간 으로 걸

리, 걸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 게 했던 것이죠. (박태규 녹취록, 11면 이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 주탈출>이라는 화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화간 을 걸어 놓은 장소는, 에 헌병 와 창 그리고 군법원이 있던 상

무 를 복원해 놓은 곳이다. 이 게 화간 형식을 시회에 결합한 데에는 

나름의 고민이 배어 있다. 화간 이 가진 본래의 취지 로 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 그리고 그림과 씨가 어우러지면서 상
호매체 인 가능성, 즉 주제의 집약성을 보여  수 있다는 이 이 게 그림

을 그리는 방식을 선택한 배경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자신의 직업  태

생을 작품작업과 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쟁이’와 ‘작가’는 그
의 작품 안에서 서로 경계 없이 스며”25)드는 것이다. 

25) 남신희: ‘마지막 영화간판쟁이’ 박태규, 전라도닷컴 2007년 5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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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서의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환경미술과 생태미술이라는 새로운 화두

와 씨름한다. 하지만 그는 이 역시도 간 작업의 연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를 들어 그가 주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주천지킴이 행사는, 주천변에 

생태문화학교라는 공간을 만들어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벌 는데, 이 행사의 
의도는 주천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 시된 작품들은 극장 앞에 걸린 
화간 과 형식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지만, 주천에 한 생각을 같이 나 고 

객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간 작업이 갖는 근본 의도를 잇고 있다는 것이 

박태규의 생각이었다. 

박태규 : 아, 그래가지고 그 지 은 제가, 희들이 지  환경 련해서 어, 그 

희들이 내걸고 있는 장문 이라는 내용도 환경 쪽의 미술을 이 게 뭐 2000년도 

부터 제가 계속 그 심을 갖고, 계속해 온 그 작업들이 있어서 어, 한편으로는 

인권에 어떤 이야기들. 뭐, 사람에 어떤 인권에 어떤 이야기들. 쭈욱 작업을 학교 

다닐 때부터 쭈욱 계속해 온 어떤 상황인데, 에, 그리고 인자 뭐 사람 인권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에 어떤 그런 그 생태 인 이야기까지 같이 오면서 어, 상당히 

어떤 같은 그 길이라고 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환경 쪽까지 쫌 폭을 더, 
세심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생명에 한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 

그 게 작업과 아이들과 나  그런 행 를 인자 하는 거죠. [...] 그것은 화간

의 어떤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화간 이 갖고 있는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역할을 신해서 이런 작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마

음을 담아서 어, 주천에 한 어떤 생각을 같이 나 는, 소통하는 그런 어떤 행

로 미술을 하는 거죠. 그 뭐, 뭐, 떨어진 그 형식면에서는 뭐, 그 게 뭐 극장 

앞에 걸려있는 거하고, 주천변에 걸려있는 거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공간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이나 제가 어떤 그 생각하고 그림으로 옮겨내는 그런 

행 들은 뭐, 틀, 거의 틀리지 않는 같은 행 라고 는 생각하고 있어요. (박태

규 녹취록, 12쪽 이하)

시물이 추구하는 목 도, 그것이 배치되는 공간도 달라졌다. 화간 이 

화의 홍보를 제일의 목 으로 삼는다면, 생태미술은 생태계의 변화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주목 으로 삼는다. 화간 이 화 이라는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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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계를 갖고 있다면, 생태미술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어디든 시
공간이 된다. 하지만 두 시매체가 갖는 공통 이 있다. 박태규 개인 으로

는 객과 직 으로 소통한다는 을 공통 으로 꼽고 있다. 이 경우 재매
개는 소통방식의 재매개라 할 수 있겠다. 

Ⅴ. 활판인쇄와 글꼴－문자

컴퓨터 이미지를 통한 인쇄가 일반화된 이 시 에 굳이 납으로 된 활자를 

통한 활 인쇄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 주출 단지 내에 치한 활 공방

을 운 하고 있는 박한수 표가 그 사람이다. 한때 한민국 내의 인쇄시장
을 주름잡던 을지로의 인쇄골목에도 활 으로 인쇄하는 인쇄소가 이젠 하나

도 없다는 을 감안한다면, 그의 결심은 여간한 뚝심 없이는 실화되고 유
지될 수 없는 것이다. 
시월출 사의 표이기도 한 그가 이런 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

에도 그가 사양산업, 아니 한국땅에서는 이미 운명을 달리한 활 인쇄에 매달

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먼  그는 그 가능성을 서구의 인쇄문화 통에서 

찾고 있다. 

박한수 : [...] 외국에서 이런 이제 이쪽 분야 같은 이런 라이드나 걔네들은 이제 

통이 계속 이어져오니깐, 를 들어 뭐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 활자 하나 떨

어진다면 두 손으로 딱 이 게 이제 주워서 이 게 딱 꼽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쓸어서 버리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걔네들은 부 역사 로 그 에 사

람들한테 계속 배워오는 게 지 까지 쌓여 있는 거고, 통이나 이런 부분. 희

들은 뭐 거기, 외국에서 새롭게 들어오면서 거의 그 아까 말했던 공장의 논리, 그
런 이제 체 인 경 의 논리로 했기 땜에 조  차이가 심한 거 같애요. (녹취론 

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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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가 처음 어낸 책은 성경이었고, 이는 일 이 문자 자체의 신

성함을 뒷배경에 깔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책을 어내는 활자 자체도 그
만큼 을 받아 왔다. 인쇄술은 “신성한 기술 divine art”26)이었고, “작가가 
문선용 스틱을 손에 들고 자신의 작품을 식자(植字)하는 것은 이미 에라스무
스 시 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이는 벤자민 랭클린 시 에도 마찬가지

다.”27) 다음 그림은 이러한 통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르샹 
Prosper Marchand이 1740년에 출간한 인쇄술의 기원과 기 발 에 한 역

사에 수록된 권두 그림에는, 인쇄술의 정령이 미네르바와 메르쿠리우스의 수
호를 받으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아래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인쇄 장인
들의 상화가 곁들여져 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와 푸스트 Fust, 네덜란드의 
로 스 코스터 Laurens Koster, 국의 리엄 캑스턴 William Caxton, 이탈
리아의 알두스 마 티우스 Aldus Manutius, 랑스의 로베르 에스티엔느 

Robert Estienne가 그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은 지 도 면면이 이어져 박물 이나 공방, 학수업에 

이르기까지 보존되고 배워야 할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요한 문서의 경우 보존연한이 긴 종이와 잉크를 사용해 활 인쇄로 어내

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다. 

정 규 : 보존 연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박한수 : 주로 그게 종이의 차이. 기존에 그 성지가 나오지만 보통 거기에는 백

년 이제 어떻게 보면 장담하기가 이제 조  힘들죠. 그리고 잉크도 이제 기존의 

옵셋 잉크들은 햇빛을 받으며는 이 게 색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의 잉크

들도 실질 으로 이제 그걸 장담하기가 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종이를 한지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도 뭐 장담을 못하지만 그건 오백년 

이상 가지 않겠느냐. (박한수 녹취록, 2쪽)

26) E. L. 아이젠슈타인: 인쇄출판 문화의 원류, 법경출판사 1991, 140면.
27) 아이젠슈타인,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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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물질  기반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셈이다. 박 표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총체  시스템이다. 기존의 성지가 채 백 년도 
제 로 넘기기가 힘들며 잉크도 쉽게 탈색되어 버리는 것과 달리, 한지와 이에 
맞는 잉크를 썼을 경우 오백 년 이상의 보존연한을 가지게 되니, 종이와 잉크, 
인쇄방법, 인쇄기계에 이르기까지 이는 하나의 산업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물론 수천 년 된 석 이나 수백 년 된 책이 가치 있는 것은 거기에 담긴 

정보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가 담긴 매개체의 지속성과 그 물질성 그리고 그
것을 감각 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물  체험 때문이기도 하다. 컴퓨터의 문서
작성 로그램이나 자서 이 책의 흉내를 내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매체

체험을 개함으로써 우리의 감정  근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이다. 이는 
과거 매체의 물질성과 이에 기반한 우리의 물  체험을 재매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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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매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재 컴퓨터 화면 상으로 
보고 있는 많은 자체는 과거 활자의 자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다. 1950
년경부터 시작된 원도활자 시 는 최정호, 최정순 등에 의해 표되는데, 뒤
이어 등장한 자식자 시스템은 “원도 개발기에 이루어진 사진식자의 활자체
를 거의 그래도 입력”28)하면서 발 하게 된다. 한민국의 표  문서작성 

로그램인 한컴의 아래아 한 이나 서울시스템의 자체는 이처럼 활자의 원도

를 스캔 받아 발 시킨 것이다. 박 표는 이러한 역사  과정을 꿰고 있었다.

박한수 : 꼴은 이제 지  디지털이나 여기 디지털 폰트 지  나오는 컴퓨터 서

체가 그 골격을 기반으로 계속 지 은 다듬어져, 정리돼 왔다고 야죠. 
정 규 : 그 원래 활  그 꼴을 기반으로 해서

박한수 : 그 죠. 그 기반으로 원래 이제 그 활  했던 그 원도, 그러니까 지난번

에 보신 원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활  다음에 사진식자라고 이제 그 있는데 그

걸로 이제 변했다가 그걸 다시 스캔 받아서 뭐 한컴이나 지  그 서울시스템, 우
리나라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 그 서체를 거의 스캔 받아서 서체를 만들었다고 

야죠. 그리고 그 뒤에 지  나오는 여러 서체 회사들이 많은데, 그것을 조 씩 

변형하면서 새로 서체를, 그러니까 원 골격 거기서 계속 이 게, 그 뿌리는 뭐라 

그러나 거기서 계속 진행된다고 이 게 야죠. (박한수 녹취록, 4쪽)

우리가 재 컴퓨터상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꼴은, 이처럼 활 인쇄 시 의 꼴과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다. ‘궁서체’와 
같은 경우는 붓 씨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활 인쇄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례도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재는 다양한 개인의 손 씨를 디지털

화하는 경향도 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구
텐베르크 시 의 종말’이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시 와 그 이 의 

쓰기 양식은 와 같은 식으로 부분 으로 재매개의 과정을 겪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게 보면 미래의 쓰기 형태가 될 “ 자 하이퍼텍스트는 

인쇄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쇄의 재매개”29)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8) 한글조형연구, 고 김진평 교수 추모 논문집, 1999, 146면.
29) 제이 데이비드 볼터: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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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에서 살펴본 ‘사라지는 직업’ 종사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  개인
ㆍ집단  역사에 응하면서, 자신들이 의미있다고 단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거나 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연령 에 따

라 자신들의 체험을 재매개를 해 극 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어졌다. 자의 경우 사명감이나 매체의 원 인 가능성 때문에 

그러한 재매개가 극 으로 이루어진 반면, 후자의 경우 생물학  한계로 인

해 개인 으로는 더 이상 재매개가 가능하지 않았다.
이들의 의식을 들여다보는 일은 몇 가지 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탈

산업화를 거치며 사라져가는 직업이라는 큰 틀로 묶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던 구술자들이 이 과정에서 응하는 방식은 일률 이지 않

고 개인 으로 마다 다른 양상을 띤다. 경제의 논리에 의해 사양산업으로 
인식된 이들의 직업은, 극심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술자 개개인이 의

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거나 복원되는 식으로 명맥을 유

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과 회화 그리고 문자라는 가장 원 인 매

체체험이라는 에서 근할 경우, 이들의 직업체험은 본인들이 이러한 가
능성을 의식하고 있든 혹은 그 지 않든 거듭 재매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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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Orales Statement, Qualitative Forschung und 
remediation

Jung, Hyun-Kyu (Ewha Frauen-Univ.)

Die qualitative Forschung in der Sozialwissenschaft ist aus der Skepsis 
geboren, dass der Objektivismus der quantitativen Forschung mittels der Stan- 
dardisierung und Quantifizierung nicht mehr im Stande ist, die einzige oder 
zumindest die effizienteste Forschungsmethode zu sein. Statt des „Zauber- 
spruchs des Objektivismus“ tritt jetzt der Anspruch auf, dasjenige Wissen zu 
generieren, das sozial miteinander im Zusammenhang steht. Solche qualitative 
Forschung ist an sich nichts Neues in der Geisteswissenschaft. Nur werden 
im Moment Versuche unternommen, die traditionellen Forschungsbereiche, 
nämlich die Texte, zu überschreiten und zu erweitern. Das orale Statement 
als ernstzunehmendes Forschungsmaterial zu bewerten und dabei den kultu- 
rellen Zusammenhang zu zeigen, ist einer davon.

In dieser Studie wird gezeigt, wie die Erfahrungen von Beschäftigten, die 
inbesondere mit Medien zu tun haben und deren Jobs im Verschwinden 
begriffen sind,  durch die ,remediation‘ neu definiert und weitergegeben werden. 
Der Begriff ,remediation‘, der sich auf das Konzept von Bolter und Grusin 
bezieht und besonders die Funktionsverschiebung der alten zu den neuen 
Medien bezeichnet, ist auch einzusetzen, um den Existenzinhalt des Individu- 
ums in der neuen Medienwelt anders zu definieren. Die Erfahrung des Kino- 
erzählers im Zeitalter des Stummfilms z. B. bietet im Sinne des ,doppelten 
Narrativs‘ eine neue ergänzende Perspektive des außenstehenden Darstellers 
an, indem er sich in den Film performativ einmischt und ihn auf eigene 
Weise bereich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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