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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흩를 가토지르기 

『서서히기를지를 때j 

경기도의 다g한 지역 언에셔예슐적인 싱을 지홍혀는 사형은 누구나 힐여. 

수 있는‘예율로 가호지르?|,가 을월로 5회 .. 틀 맞이혀입습니다. 뜨거흘 지닝 

여릉,때슐얘 대깐 얘정화 얼정으로4일간 많은 룬들에서 장여혜쭈성a니다 

을해는 ‘징조혀 잉션’과 ’자기조직화’틀 주제로예술 징르 간 교자와 정껴| 

속에서 생성되는새포훌 사유와 실엄을 탐색하고, 예술계를 개척해나기논 

장직자들의 일전률 나를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예율로 가로지므71,등동해 g여자들이 예숱적인 상상력을 일깨.며, 

상호 교류 네를쩌크를 명.암 수 잊는 계기가 되었기틀 바립니다. 

그동안 융기흘'AIJ:I~흩 잉룰예슬챙프‘예술로기로지르기,틀 동에 융기도의 

다영현지억을흩획하여 져억. 인문, 예슬이 Eκl는 쿄류의 g을 를져l'llit니다. 

영으로도에융찍 싱싱억피 강각을 얼빼우고i져역과장르를 기로지즉여. 잉억 

현g에서 o,흩이JE'i'허e g획엉 .슐쟁프로서 자리매김혀기틀 기영.니다 

마지익으로 언 .률 마다하지 앉고 징석혜주신 강연자를 비롯언 모든 용를쩨 

감사드리여, *고혜후싱 윈계자분들꺼 강사드립니다. 

경기문화재딩대표이사 

설원기 

4 윈시g 



2017 Cr。ssing Over with Art 

rTime to Slowly Cross Over J 

This year n년rte; the fifth anniversaiy。fCros51n8 Over with Art, 

• p,。gram that allows an'f'。ne seekir핑 en ert1Stic e<p<0rience t•。
1><1rt1c1pate in vari。us areas 。fGye。ngg1 Province. 。n a h。t summer 

dey, n녕rry pe。pie participated with affect,。,、and enthusoasm f。r
art in the last f。urdays.

This yearwe planned t。 expl。re the creabve ideas and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intersecti。n between artistic genres under 
the theme 。f‘Creative Practice’ and ‘Selι。rgonizati。n’. and t。

shore thew。rk 。f creat。rswh。 are pi。neering the artw。r’d.We

h。P" Cr•。ssir용 。""withAπ served as an inspiring platf。rm that 
m‘ mulated exchange and creatio,、 。fnetworks 

TheGyeor명g Cultural Fou、dation has tau-혀various r생onsof 

Gyeor명gi Province thro뺑1thehun녕”ties•π comp, Ciossir멍 Over 

with Art, while。야ninga venue 。f exchange where regions, the 
hurr녕n1ties, and art 。:>me together We h。pe tt continues t。 be a 

mu’bcfisc 1때ir녕W art camp that prov•。kes artis tic ideas, penetrates 

through different regi。ns and genres and ·||。wsthe disc。very。faπ

in 。ur daily lives. 

Lastly, I w。uld like t。 thank a” the enthuth1ost1c participants 
including the lecturers and eveiy。newh。w。rked s。 hard b。

。rgonize this event 

SulW。n-gi

Presidenι Gyeon앓i 。Jltur허 Foundati。n

--‘’맹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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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가토지를떼j 

정죠혁 힐전(。eative R훌tice) 

자기초핵확%에stic Self-。rganizati。n)

‘얘슐로 기로지르기,는 여|숱 징르간의 교류와용십에 대안 당른을 나누고자 

기.되었으며,여러 영역과 커뮤니티를 횡딘하는’·조찍 잉전’에 대허| 예솥가, 

기획자, 전문가가 안나 다앙연 관점을 공유하고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다른 장르에서 휠동히는 예술가가 모여 교휴 네므쩌크를 심화하고, 징르, 공간, 

사암. 상상을 가로지르는 실엄적인 아카데미틀 지밍잉니다. 이른과 실전, 이른과 

힐의 경계를 녕나드는 가능성의 실험과 궁럭틀 인자리예셔 .엉알수 잉습니다. 

깅연을 동흰 지식의 축적라잠여자간 용틀호안을어찌는 새로용 예너지를 통혜 

싱효 이에억 공동혁엉의지명을 팍정혀고지 잉니다 

미. 고휴 엉억예서 흘멸하여 g혹의 지명을 를징쩌은 다원 예슐. 용옥엉예슐을 

비룻쩌여. 여.와상이연 공동셰틀 가로지르는 죠억1쩍 연구 등 예기지 g은 

안냥퍼 용흩,정계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셰로운 사휴확 .힘을 당섹혀고자앙니다. 

또안 연화하는 사회에서 재정럼되는 예슐과 싱의 조건융 비타보고자 앙니다 • 

• 히 정년 셰대가공유하고 있는 공동 정엄과용제의식융기반으로 샌(scene)을 

개획해나가는 징작자, 기획자의 자립적인 일전과 삶의 태도를 나누고자 앙니다. 

정년 세대가 g유하는 문효f-안화, 게임을 비롯인 서브밑져 둥-21 지증 속에서 

를시대 확표를 읽는 딘서를 잦아보고자 영니다. 이는 험은 여|슐가 지앙자가 무엇을 

월아야 하고. 예슐계기어떻게 전개되고있는지. 신배 째대는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눈져애 q한 답을 잦아가는 과정이기도 g니다. 

여터예슐적 설션을 당색하연셔 다률적인 견깨호이.어힌 에슬 생혀져틀 

인지쩌교 스스로 쩌찌틀 젖014가는 지기조직억(self-。rganiurti。n)예 며연 

용.혁을 일건학기틀 바혈니다. g억쩍인 현슬로 깨입억 규획을 연주혀는능동적연 

을에이어져엄.자신이 쩌지연 곳에서 크고 칙온 엉용으로 용싱파쭈연 사이틀 

연.혀고 셔서허 가로지르며,셰로운 율적잉과 힐셔틀안를어내는 흘영짐이 되기틀 

기대앙니다‘ 

Editofsw。<ds 7 



『Time to Slowly Cross 。verJ

Creative Practice 

Artistic Seκ。rga1'11Za‘l。n

Crossing Owr with Aπ IS a special program designed b。th to sh•re 

disc。urse 。n exch•nge and c。nsilience between different genres 

。fart and b。 sh•re d1veise perspectives 。n the ‘creative pr•ctice’ 。f
aπ acr<。ss di fferer、t •reas and c。mmunit ies by meeting with ortists, 

planners, and pr。fessi。nals.

Aπists fr。m different genres gather t。deepen the netw。rk 。f
exchange with the •im 。f esta버ishing an experimental •cademy 

that er。sses genres, space,. 야。pie, and the imaginati。n. 。nee、

experier、ce experimentation and devise p。~Stbilities that cross the 

b。undanes。fthe。ry"'녕 αactice, and theOf)'웅ld hfe in 。ne place 

We intend t。 exter녕 the hori~。ns。fmutual g녕ersta<、cir엉 .,、d

∞|닙b。,~tion thro‘옹h the accumulatiα1 。fknowledge •I lectures 

and the new ene엉y created by the clash between paπIC뼈nts. 

Wew。uld hke to expl。re multidisciplinary art, which has been 

expanding the h。ri~。n。f creat ivity, starting with visual aπ. fusi。n
aπ, transdisciphnary research that cr.。sses 。ver communities with 

differing sch。。l systems, new ideas and experiments produced 1n 
unexpected encounters, oonflicts, and b。undaries.

Weals。 |。。k •t the conditions 。fart and life that are being 

redefin어 in 。urd、angings。ciety.’n 며rticular, we aim to share 
the independent αactice and attitudes 。f curators a、d planners 

.、。 are pioneenng the scene based on their comn、。n experiences 

and the cri”cal mindset앙、ared by the”:iur핑er generatior、We

w。u닝 Joke!。 find hints by reading c。ntemporaryα)()(dir、ates on 
the cultural strata enjoyed by the Y·。ung generation, includi얘 SU야1 

subcultures as comics and games. This inv。Ives a α。cess。f”nd1ng

8 ”·외g 



。ut what an aspiring y。ung artist needs t。 kn。w, how the art w。rld

isev。lving. and how the 。Ider generati。n IS w。rking through the 

process‘ 

| h。pe that y。uwi” disα>Ver an aπistic ecosyεtern made up 。f

multi-layered relati。nships asy。u expl。revari。us artistic practices, 

and discover insights int。 finding 。ne’s location by 。neself, in 
。therw。,"ds, self-。rganization. As active players wh。 change the 

Nies 。f the game with creative tactics, we e><l)ect t。 serve as a 

startingα:Mnt f0< the creatiα1 。fnew ,π>Vements and 0<ders and to 

<>OfYlect the centerwith the peript、ery by crossing C>Ver허owly from 

our current location 야taking big "'、d small steps. 

Edit<。이w。<ds 9 



프토그뱀 

g연 

9:30-ll.OO tl'llt!,"성효 언흘음도시 - 느리게 느슨야꺼| , 

끽α|끼기 - 시|흥운 언액의 시대 

n。。- 12:3。 Xfl!j엄.·닝e ‘루트 Root: 루트 Q。ut•>

씌션쩌크g 

14:。。- 17:。。 임Iii! 예슬가적 징.성의 이훌쩍 얼혜미 

언빼어3111 에이터엌감각져도 

.힌g 응을직시하다 

호”져 lltl!l 양엉-서 

도시-Gt{--) 

오를를에스 

‘!:30-20:30 ‘--- 흐스모스 다'll(COO<>.) 

강연 

1。。。- 11:3。 •• 미 끼다증훈 대싱 • !!대미슐파 우티를 위잉여|*영의 

TI:3。 -13:0。 잉큐엉 모든 것이언서 아무것도 이닌 것 

.션꺼크g 

14:。。-17:。。 aw언.김성씩 문예지의 혁신 그리고 낀f이g’ 

싱엄g 션지유주의사획에대g피는예---기쪼a억 

.윈1111티- 무찌꺼기뜨는시긴저엄 

여--- --- g확욕 을정으로.의 깨엄를.여 -

‘능용쪽 을 • • ,어’혀는 --

이~;i • • 훌규 이II트 커드댁야찌트 

g를를.스 

19:30 - 20: 30 표얘이져스티스 시와웹억언곁고혀 

10 ll.그. 



강연 

9:30-TI。。 깅엉육 g껴 위의 이미지 - ”티스 ... 묘 시대SI 영찍 -
11:00 - 1 2:강〉 깅l!l!l 건축용사람을기르진다 

액션워크g 

14:00 -17;。。 김생현j 회째g 건흑이l 대딩흰디. 시임이 모이. 겁훌 

김영육,임응·,정지연 선생. 역At, 기억피 미디어 .B.f)' 

를 M•n•, Not m.no 내 것괴 내 것이 Of년 것 

성정우. 성우흥. 어연욱 역셀; g튿;. ,,엉억 11.B.- -기죠쩍파를위현 안내셔 

얻8의일-- -흐혈 Ev .. 얘·. ZEr이•t>’·α-.ale• 

공면 

18;30 - 2<> 30 액<HI.유끼농역주, 영TEPACR。SSTHE9。ROER' 

킥셰끼쩍요헤이 ---나n 
미.익날 I 

8월5믿(호)-오우 q갇영 I 

10:。。 - 12:00 약재용,허엉E 

오투다얻언 

오를를예스 

.때융, 무엇을 피고 잉나gγ 

R。i'•m 11 



Pr。gram

I First day I 
Au•ust 2•잉 (We<lnesday) - Arts, C。mmon SenS<>‘ | 

9:30 -11.0。 Pork Young-sun 

Ham So。ng-h。

11:0。- 12:3。 Cha Jin-ye。p
s。ng Nam-eun 

Lecture - Connected Comblnod City -
Slowly and L。。sely

L。eking Fingers T。goth•• 
The New Age 。fTranslatl。n

Root Route 

Secti。nW。,ks,、。p

1400 - P‘。O Kim o。ng-hun

l.klmake l<>b 

Cha Jin-”""' 
끼ranscendent•’ 
’nte얘iscipllnary 
COl!oboration r.,,m 

(0。‘slo~

18:30 - 2。30 H。lloonAn

The Dou이e 。”en、maoftheAnst's
Identity 

Data a”d 5enSO<y ”혀)5 

Facing the body 

Yeoo - Hap - SI 

。penClass 

Cosmos Dabang (C•。DA)I Second Day I 
Au.u<‘ 3td (Thursday) - Arts and Society I 

Lecture 

10。。-11 3。 Kang Sumi A에αyTa멍et-An Pt、llosophy for Us 
a,、dc。ntemporaiyAn 

1130-13.00 Ahn ~u-<삐 AlandbutN얘“’* 

Section Worl<sh。p

14.00- Vc。。 KAii.om J..,g.yun lnnovatior、 inLltMaiy ”agβzinos end‘ .... 
KlmShln-Slk ---α、en'
.애n Hyoon-iin Self-。rganlzatlon 。, Artas• resp。nse t。

the Neoliberal s。Ciol)'

12 ll.그. 



。klnC이lective 

Lee Sang-woo 
.영Jl-Woong 

Leeln-~u 

Sor엉J\Ml-gyu 

19.30- 2030 p。‘otk: Justic:e 

L ike th• Tlmowhon Rainbows 에 •• 

Game play as• cultural practκe 

illu잉.、 as an ·…· 이llf•( 

Apartme<、g”ds’Apal1ment

。야nClass 

The COMOCtoon bo”oenpc흥‘ry and rap 

| m뼈 | 
August 4th (Frid에 - Arts and 니% ” 

Lecture 

9:3。- 11:0。 Kim Se。ng-uk 。n th• g。,dor Imago -
M。'lies 。fthoCatastr。phe Era - -

11:0。- 12:3。 Kim l\Wang-hyun Archlteαu ro toachos pe。pie

Sectior、w。,•• 、。p
14.00-17. 0。 Kim l\Wan당hyun 

Choi Jae-WO<、

Klm,용oog-uk 

Im He\Mlg-soon 
JOOf엉J~yeon 

M1tp 

용。n.Jeor、g-u 
Sunwoo 니oon 

냐eYeon-suk 

Everyd"f Practice 
,.,,。lab

Respo<、d l。 architocturo, a1<:hitecture 
that gamers PO<씨pie 

War, History, Momory .,、d Media 

Reα ......... ‘ •• 、
Mine, Not mlno 

PixA!’ coord~에tos of the Webtoon and 

Garr‘·-. gui<I• !。--ιorganization 

E、1t1ryd"f, zorolab’s pra이@ 

Perfor~녀nee 

19:3。- 2α3。 Park Da- ham 'STEPACR。SS THE B。RDER'
Band 。멍anicbeer 
HasegawaYc。he1 + Hunl’G 

I Last Day I 
August Stt、 (Satu쩌ay) - Evert。ne’s Spooch I 

。pen Class 

10.00-a。。 Porte JOE←YOI、g "An, w’“aroyou .이.?-
’월oYeor똥-gyun 

Every。%’sSpeech

R。i••m 13 









연곁융도시 - 느~Pl 느용하게 찍지끼기 - 씨로흘 번역의 시대 

익영선 힘성호 

서구근대는 기계의 속도와 정밀힘에 우리는무엇이든 무엇과 연컬되어야하는 

텀늬혜 흩어지는 개인들과, 그들을 소비자로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연 오랜 인간 심의 

관리하며 우주적으로 증식하는 자본과 조건인 이 문제를근대는 외연혔다. 나는 

상픔의 체계틀 생신혔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문제틀 슨과슨이 연결되는 을인 

자본과 상픔의 공l!OI 아닌 콧에서 만닐 수 ‘끽지끼기’를그려보며 얘기해 보고 싱다. 

있는가?연컬잉도시는 이 질문에서 줄말혔다‘ 번역은그 중에서도 가징 액심적인 문제다‘ 

우리가 서로의 몸과 말을 밍 돋아 바뀌어 번역을 통해 문화와문화가 끽지틀 끼기 

되돌아을 수 있을 느리고느슨한킬을, 때문이다. 아울러 번역을 동해 나타나는 

조억제연구팀 도시-어|어。ssier)의 영업 문화와예울의 여러 연상틀을 거른하며 

사례를통해 생각해 온다‘ 끽지끼기틀 통해 새로운무엇이 나타닐 

것인가틀 말해보고 싶다‘ 

c。nnected c。mbined City - L。ckingFmgerT。gether -

Slowly and L。。se’Y ANewAge 。f Translati。n

Parky,。ung-sun Ham Se。ng-h。
Western m。dernity has created a We live in an age w here eveiything 
gr<。up 。fdispersed indiv iduals wh。 must be c。nnected t。s。mething.

w。,-ship the speed and precisi。n H。dern싸 perhaps ign。red this 
。fmachines, and a syster끼 that pr<。blemasa c。nditi。n 。fa |。ng

universally multiplies capital and human life.‘ l w。uld like t。 talk ab。ut
c。mm。dities and manages th。se this problem by drawing a picture 
indiv iduals as c。nsumers. N。w, h。w 。fthe image c。nnecting b。th
can we meet in p laces 。therthan the hands, "Locking fingers t。gether.•

space 。f capital and c。mm。dity? Translati。n is the m。st crucial issue 
c。nnected c。mbined Cities started 。fall‘ This is because separate 
from this questi。n. We think 。f the cultures bee。me intertwined thr<。ugh
slow and |。。seways we can turn translati。n. In additi。n, I w。uld like t。
back and f。rthwith each 。ther's talk ab。ut the various phen。mena of
b。diesandw。rds thr<。ugh the culture and art that appear thr<。ugh

c。llab。,ativew。rk in the d。ssier 。f transl a ti。n andte” y。uwhat new 
the Transcendental lnterdisciplinaiy thing will appear through "L•。eking

research team. fingers t。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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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영션 만나윌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 아시는 것저럼 요즘에는모든 게 다 

섞이는 시대이고, 액문·예술·문화·심 모든영역에서 융업이 기본인 것저럼 얘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싱항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틀이랄1lf, 태도랄까. 그런 

것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힐 것 같아요‘ 정기문화재단에서 저의를조대해주신 

이유가 이런 흐를과 관련하여 진앵연 저의 프로그램의 왕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깅연도 원래는 흰 사림이 of71로혔는데, 저흐|는 같이 하는 것을 재있게 

여기기 때문에 저와 엄성호 선생님이 곁이 발g틀 하기로혔습니다. 한 사람이 

프로젝트틀 수앵하는 것과 딜러 여러 시림이 징기간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에서 

진행알 때 서로의 일들이 겁지연서 다른 것들이 알건팀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하여 프로그램을 인들었고, 또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성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틀을어내고 표연력 있게 물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힘성호 선생님 같이 발표하는 것이 여러문들께 다채로운 이야기를들려드힐 

수있을겁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또 많은분야에서 융합을 시도잉니다. 거기서 

정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밀요하다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러고그 과정에서 욕 밀요한 태도가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그 태도가 었다연 아무리 융합이et는 밀로 뒤섞고 그혈듯한사건을 만든다고 

해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대인을 줄수 있는 용양은 아니랴고 생각업니다‘ 그래서 

오늘 깅연의 제목을 느리게, 느슨하게 랴고 정했습니다‘ 이런 태도로우리에게 

진정한 연화와 안남이 가능하다고생각힐니다. 그런 느임을 전딜해 드러고 

싱었고요. 

서유럽과 딜러 동아시아 쪽, 특히 한국에서 근대성이 어떻게 수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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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상을 일으키고 있는가Oii 대해 밀음을 드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조획저| 

인에서 저희가진행했던 연결합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밀음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서유럽의 문화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힐 아시러리 생각영니다‘ 

근대문명이 세계틀 지배하게 되연서 보떤적으로 원래부터 그랬다고생각하게 

되었죠‘하지만 괴연 정말 그런가 생각해 외야 영니다‘ 융합이나 조획•11연구 이런 

밀 자치|도 이미 서유럽에서 만들어 낸 밀이거든요 서유럽의 분석적, 문과적이고 

이룬법적인 나눔의 질서 측에서 발전해 온 문영이 조래한 중대한 우|기들이 있죠 

융합이나조획저|는 그런 곤정을 해결하려고 그동안 나누었던 것을 합지자는, 

자기를나름대로의 궁여지책이리고보이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역사적으로 

타당한 밍엄인가 생각해야 영니다. 우리가 잊고있었던 근대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신문제랴던7f, 흑은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혔다던가하는굉장히 

염하되고왜곡펀 역사적 해석들이 있지안 여러룬들이 박물E뻐| 가서 근대 이전에 

생산되었던 그림이나 가구틀보연 조션이 그형게 만인한시대가 아니랴고 알 수 

있다고 확산힐니다. 조선 문효}는 나를의 건고성과 수준이 있었습니다.그 때 그 

사람들은어명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싱어 었는가 일Of야 연다고생각잉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딜리진 환경이지만 우리가어떤 안남에 대해 생각일 때 

서앙 시림들저렴 나누어진 것을 결합하는 앙식으로 여긴다는 건 근대 이전의 긴 

시간을 고려맡 때 우리와 맞지 않다고생각잉니다. 지금도 저는 엄성호 선생님과 

진지하고뜨거운, 형실연 생각으로계측논의하는 중입니다. 

서양 근대가 민들어낸 룬알과 룬리의 문제,그것이 조래한 위기의 

시작으로 가 몹시다‘ 저는 근대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알브레히트 

뒤러GAlbrecht-DOr리의 ‘여인의 투시도틀 그러는 제도사>(152잉리고 생각해요 

-- ---‘;·.’ 

얻""'액트뒤허‘여인의루시도g그리는제도시i 

한 장의 이미지에 근대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수억적인 질서의 

칸막이가 있고그것에 의해 이쪽 저쪽이 룬리되었습니다. 제도사는 킨막이 매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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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헤 아주 정팍하게 그러려고 노력하고있는 시각 주제입니다. 반대쪽의 여인은 

시각 대상입니다.관할 대상이3ε 줄 사이의 관계는 시각적 재연의 관계 이상은 

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떡나누어진 두 자리에 많은 컬 대입해서 이해해 룰수 

있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식인과 비지식인, 부자와 빈자 님자와 여자 

액인과 유색인 등의 근대적 이룬엽이 직동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누어진 두 

위치틀 매개하는 가징중요흰 것이 시각적수학적 관계et는 거죠 

우리 싫의 많은부문들이 여기에 지배를믿습니다. 조획저|, 융힐은 이것을 

바꾸어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인 이것은 엉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적 관혈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각적 관왈에 몰두하며 기술적 매권을 

잡은 문영이 전 지구의 미래까지 지배하거| 짙듯한연 상핑에서 문명을 결정적으로 

배반하기린 엄지 않죠 하지만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동안형성되어 온 대인, 

문영적 태도가 있었으므로 그들의 조억제나 융업과는다른어떤 것이 가능알 거란 

생각이듬니다. 

농임 이연보의 조상을 그린 조선 민확를보연 아까 뒤러의 핀확에서 

보았던 관왈 주제와 대상의 엄격한 룬e.1, 수학적 관계와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싱한 점을 벌건하셨나요? 이 그림은 시각적으로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관영 주제의 입장에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랴는 거죠 뒤러 핀화와는 굉장히 

다틀니다 우리는 민확리고 하연 비과학적이고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리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이 그림이 중요한 관계성을 남겨준다고생각영니다. 

원근업적 구도에서 보연 농암 이연보(으| 그림) 앞에 그림을 그러던 시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립을 그러는 자의 입장에서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는 것이 원근법적 관계성이고 서앙의 근대를 가능하게 했던 관계성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럼에서는 그것이 왼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역원근엽이리고도 하지믿, 그 영징 자체도 서앙 중심적이러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림은 (그려지는) 사람을 보는게 아니고, 그 사람의 우|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et온다고생각잉니다‘ 

그형다연 우리는 윌 왔는가‘ ‘우리에거| ‘관(.’이 서양사람들의 시점과 

같은가’et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온다는 것 즉관은 보는 것이 아니러 

살아가기었을 겁니다‘ 관할한 것을 그러는 것이 아니리 ‘그것과 어떻게 사는가를 

그린다/랴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훈도j가 보여주는 것은 서앙 릉경확가 보여주는 것과 굉징히 

다릅니다 조준도는 보통 중국 산수화의 심원법을 가장 힐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림이리고 말잉니다‘ 조준도에서는 여러 시점에서 바리보는 릉경이 하나의 

온전한 산수틀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수에서 사는 자 살고자하는 자의 

옴직임과 연화의 뜻을 담습니다. 말하자연 용경을 관할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리 

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사들이 그립을 그었던 이유입니다 조훈도는 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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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연이리고 생각합니다.세계에 대한 태도가 그려지죠. 이런 그림들은 딘지 

서앙적 의미에서의 쩨인팅이랴고 힐 수없다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은보는 

것에 집중해서 원근엽적으로그러다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힐랴 울이는 것이고, 산수확와는 ~멍히 다른 태도리고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살기’인거죠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질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대 문명의 교육과 매치|에 짐짐되어 있기 때문이리고 생각합니다.우리는 

이것을 떼인팅, 시각적 이미지로 보게 딩니다. 그형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재해석하고 재명가하는 시깅을 가져야 그들이 아니리 우리틀 .|안, 

우리에게 맞는 진정한 용힐01나 근대 문영의 위기를 넘어갈 무언가틀 잦을 수 

있다고생각힐니다. 

두 가지의 인져|도틀 비교해서 보자연, 한 쪽은 서앙 의억 또는 과액이 

낄고 있는 해부억적 분석을 동안 시각적 관힐과 수액적 구성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에서 보는인간은 시각적 관될이 아니3ε 우리는 

관계를몹니다‘ 인간은 전지와힘께 하기 때문에 인져|의 그림이 전지의 액과 

닿아있다‘ 흑 관계도를그러는 것입니다‘ 근대 교육을 받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비시각적·비과액적으로 보이지만 이건 줄알 자져|가, 태도 자져|가 

다틈니다‘ 우리는 이런 도상들을 다시 생각해 보tot 혜요. 

카스마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비의 ‘안개바다 .|의 

잉링자〉들에 나타난 인간의 자리틀 보연 세계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은 

세계 인에서 를정 인에서 쉴았음을 기억해내야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키원드인 보기와 살기틀 생각해야힘니다 그래야 

근대의 문제를제강맡 수있으리랴 생각허|요. 저의가 진행하는 연결압도시 

프로젝트 또한 저희가힘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음에는 상대틀 대싱화해서 시각적 관힐을 하고 목적을 정해서 을고 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틀 가지고극복해 나가고 서양의 근대성과 우리의 근대적 

싱황에 대해 공부를 하연서 스스로 그문제를 즐마하는 경엄을 혔죠 

그 내부는 들어있는 것은 룬알과 내적 연관입니다.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 태도는질랴서 나누는 것이었죠. 나누어진 들은온진하게 믿나기 

어엽고 g상 매개되어야하는데 매개져|가시각적수학적 관계성입니다. 하지믿 

보기에는 다 질리고나누어진 것저럼 보여도우리가 힘께 쉴기 때문에 연결펀 

내적 연관이 있습니다.우리가 그것을 다시 몸으로 가져오지 않으연 융힐과 

조억제적 연구는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영니다 

이것은 17세기 영말정조의 화가 필대산인의 그림 ‘자는 새)입니다‘ 이 

때 사람들은 그럼을 그링 때 가징 효과적으로 번지고 스미는 성긴 종이와 먹틀을 

사용했습니다‘ 믿률이 서로에게 스며들어 울직인다는 통힐의 느낌을 힐 살려내는 

매제를 썽습니다.여기에는 시각적 영료성이나 대상의 외혈에 대한 엄밀한관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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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랴파엘의 그림은 그립을 그리는 자가 관혈자, 

수액자의 입장에서 세계틀 재조직하죠 이 그럼에서 보이는 태도는‘같이 사는 

것’과 룬영 다른 태도입니다 

테오도르 제리코πHI;。DORE G~RICAUl끼의 그림과에드워드 

머이브리지(Eadweard M uybridge)으| 뛰는 말을 힘께 보겠습니다 룬알과 

관열로 밀의 동작 이미지틀을 만들어냈죠 그러고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리고 

승인합니다. 사실과 과획적 진리의 증거로 사진이리는 매제를받아들이게 

되는 거3ε 사진이랴는 매져| 자져|가시각적,수억적 관계성을 가장 힐 드러내는 

대중매체입니다. 우리는 사진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원졌습니다‘화가들도 

사진을 보고 그럼을 그러고요 하루에 앤드폰으로 한 징이랴도 사진을 픽지 

않으연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서유럽의 시각적 수억적 근대 

문영의 강역한 영양을 받고 있는지 알려좁니다. 

룬리에 근거한 근대 문명에 대해 고민하연서 저는 이형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연 세계, 인간과 우리가 쓰는말은 같은 것 같지믿 아주 

다틀니다 동아시아 문효}권에서는 아무리 힐랴도질타질 수 없다 생각하는 것틀을 

서구에서는 룬맡해서 기계적·수학적 관계성을 동해 다시 줄입니다. 조억제적 

용엉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게 해서 요즘 만들어지는 것이 4자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연상들인 거죠 문제는 이런 연싱들이 자본주의와 강역하게 결합된다는 

거여|요. 예술과 과획, 모든 것들을 이윤의 생산과 상픔소비 관계로 안드는 것. 

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명의 위기가조래되었다고 생각업니다‘ 

근대 학문체계의 지식생산 져|계는 뒤러의 그럼저럼 주제와 대상, 우얼로 

나누연서 이쪽은 슨수하고 저쪽은룰순하다든까 이쪽은순수흰 쪽이연서 

특권을 가지고 반대쪽은 무시되거나 정화되는 대상으로 만든다든가하는 식으로 

비대징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른적인 차원에서나 그렇게 나누어지고 

실제로는 계측 이상힌 것들, 괴물들, 집종틀을 만들어내요.그런데 지식인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룬알룰가능한 세계를룬알하여 기계적수학적 관계성의 

액럭에서 재조립하고여기서 발생되는 운동을 생명과 자연 개념에까지 

접영합니다.그래서 일어난 문제, 미세먼지,지구온넌화, 인공지능등이 다 

하01브리드에요‘ 우리가 이 룬일에 몰두해 있는동안 세계는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내다가 지금 재난의 모습으로 우힐 덜집니다. 

저의는 기존의 나누어졌던 문과들의 칸막이에서 나와서 안나는 앙업을 

잦고 있습니다‘ 조액제를 만들었던 김두얼 션생님이 말흰 중요흰 것이 이질적 

집딘 사이의 교류입니다. ‘약한 연결고리’et는 밀01 중은 것 같습니다. 희미하고 

느슨한 관계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저의가 팀을 운영알 때, 일딘 사람들이 서로 알Of-Ot oi71 때문에 
특열한 목적을 안를지 않고 안나는 시긴을 가졌어요‘ 그러다보연 뭐든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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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든요. 그러고 나중에는 어떤 문제틀 과제를부여믿아해걸하는 것이 아니랴. 

문제 자져|틀 같이 믿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예술적인 과정입니다. 예술가들이 

직업을 하연서 어떤 모티프틀 잡는다는 것이 문제를 안들어내는 거거든요. 

예술적 과정이 매우중요하다는 생각이 듬니다 주어진 과제틀 해걸하는 거야 

기존 전문 연구자들이 다 힐 수 있는일이지요. 어띤 틀 인에서 문제가 나오연 

결국 그 해결밍엄도틀 인으로 면입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근대의 틀에서 

나오는밍엄을 모색하려연 문제 자져|틀써톨게 실정일 일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져 저의가 거으| 5년 정도틀 만닝습니다 잠여자들이 느슨하게 

연컬돼서 서로틀 비추어주는관계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소개해드러겠습니다. 인디트랜스 셰미나는 

과학자 예술가등 여러 획자들이 안나는 조획저|적 영업프로젝트입니다‘ 두 

사람이 믿나서 서로에 대해 계측 질문을 하는 앙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학자는예술을 예술가는 과액을 질 모르니까요.특히 인문예술과 과액의 

거리는 정말 업니다‘ 그렁게 서로궁금한 것을 울어보고 답허|주는시간을 계욕 

가진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 발표틀 일지 의논하연서 주제틀 정합니다 

이형게 정해진 주제들로 1년 동안12팀이 발표틀 했습니다. 

오늘 저의틀 조정해주신 연결합도시 팀 또한 여기서 나왔어요. 

인디트랜스세미나 과정에서 소동이 힐 되고 관심이 컸던 팀이 다시 만나서 

연컬앙도시 프로젝트틀 진앵했습니다.엄정나게 긴 시간동인얘기를 였어요. 

믿나연 기본적으로 4-5시간이 흘렀습니다‘ 중ζ볕간언제까지 성과틀 내야 

하는지. 주제를 정해 이야기틀 해야하지 않을지,우리가 너무 수다틀 떠는 

것저럼 진행하진 않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립도 있었습니다. 하지믿 저는 

우리 모두 하고 싱은 이야기틀 다하는 시ζIOI 밀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첫 프로젝트 때에는발표 시간을 정했더니 측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슨하게 안나지지 않고 일을 한 건 해결하는 앙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전히 이야기하는시간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중았습니다. 서로틀 깅이 느끼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겉이 사는 것이 

의미하게나마 가능했습니다‘ 이 때 흥미로웠던 점은 보통 설계도리고 하연 

우리는 시각적인 그림을 떠을리는데 시나 소설, 음악이 얼마든지 우리가 공간을 

믿드는 설계도가 딛 수 있다는 생각을 혔습니다. 그것이 예술가들의 힘이고, 

특히 시인의 힘이 굉징히 크다는생각을 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억자도소설을 

었고요‘ 그래서 시각화가 아닌 앙식으로 우리가 엄께 사는 공간을 그린다고 

맡까요‘ 그것이 연결잉도시입니다. 반드시 시각확의 앙식으로 보여중 밀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연서 몇 번이나 변화의 과정을 거졌어요. 소설을 쓰고, 

다시 재구성을 하고, 공연을 하는등 연주하는 앙식으로 지속적으로 진앵을 

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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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의 ‘고사관수도〉이| 보이는 이 사람은 여기 혼자 있는 것저럼 

보입니다‘ 시각적으로는그렇지요. 하지만 이 그립은 이 사람이 모든 

것과 이 안에서 힘께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림이고요, 김흥도의 

송하션인휘생도(松下仙Ail!R!Elll) 역시 그형습니다. 근대 이전의 선인들이 그린 

그립을 다시 보연서 우리의 근대적 상핑에 대해 생각허|보고 저희 연컬잉도시 

직업도 그와 같은 액럭에서 이해해 주셨으연 영니다. 

져| 발표는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연 질문을 

믿아보겠습니다‘ 

짐여자1 수획이나 기조과액 연구자들을 대싱으로 껄억적인 시도틀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억영션 수억적인 계산의 앙염을 동해 설명해내는 것이 이른과액입니다. 

그룬들은 당연히 그런 앙업으로 자신을 흔련하고 세상을 보아왔기 때문에 정밀 

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중에 어떤 문들은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술과 같이 감각적으로 냉고 자유로운 것에 대한 얼망이 있는 문들도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아주근대적인 흔련의 과정을 거지연서 억늘린 어떤 것 때문에 

오히려 조액져|틀 만들연서 관심을 보였던 몇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문들의 

도율으로여기끼지 왔다고 를 수있고요. 

짐여자2 조획제는어떤 동기에서 생격난 건가요? 

벅영선 프로그험을 전격적으로 안든문은 2012년 딩시 고등과억원장이셨고 

연재는 기조과억원장으로 재직 중이산 물리학자김두껄 션생님입니다. 

그문이 영은시열부터 과액을 공부하연서도 같은 억교의 영액하는 사람들과 

스터디그률도 믿드시고잭도 발간하시는등, 세상을 통엽적으로 보고 

싱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 획자들이 ‘조억제’랴는 이름으로 통엽연구틀 

하는 것을 보신 뒤 고등과억원에 조학제프로그램을 장설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댈을 유럽에서 잦은 것이었습니다. 서유럽에서나가능한 프로그램을 

모댈로 가져와서 기온틀을 원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허연 

우리에게 근대는 100년밖에 안 되었고, 서앙문명을 깅요믿다시피 받아들었기 

때문에 서앙 맞흠형 프로그램이 직동 인딩니다.돈도쓰고무언가 계욕 시도 

하는데도 생이지가 않아요‘시스템이 힐 돋아가고 성공하려연 우리 스스로틀 힐 

일아야 팀니다. 서앙 모댈을 그냥 가져와서는 곤린해요. 조액제가 아니랴 기존의 

문과획회저럼 되더리고요‘ 우리에게 맞는통합은 힘께 살아가는 관계성을 

회록하는 것입니다. 삐른 결실을 원하지 않고, 가끼이 자주 오래 만나 얘기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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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시간의 지속이 밀요하고 느슨하게 서로를알아가며 스며들고 번지는과정이 

밀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음에는 작은스티디 그릅저럼 시작었고 

그러다가 잠여자들이 모두재미를느여 지금끼지 약 5년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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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끼기 -
새로운번역의 시대 

Locking Finger Together -
A New Age of Translation 

합성호 

엄성흐 안녕하셰요, 힘성호입니다‘ 저는‘끽지끼기’리는주제로 강연을 맡 

건더|, 제가끽지끼기를주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끽지를 끼연 왼손과오른슨의 

엄의 5-6배의 엄을 발휘연다고 합니다‘ 그러고중요흰 것은 왼손과오른슨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왼슨과 오른슨의 고유성을 그대로유지하연서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 들이 용힐되지 않아요‘ 독자성, 고유성을 그대로 갖고 걸영하죠. 저|가 

오늘 밀을드렁 주제가그겁니다. 

자연과학과 인문액의 융합을 통해 고등과획원에서 조획저| 연구틀 

했는데, 그결 진행하연서 가징중요하게 여긴 것은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의 

고유성을 잃으연 안 펀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멸팅(meltin밍이 

되연 인된다. 떨어질 때 띨어질 수 있어야 기징 큰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끽지끼기틀 하려연 나의 고유성을 힐 일아야 영니다. 그걸 모르연 

융업Olet든가 동섭들이 아무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일아야지, 나의 

고유성이 유지되어 끽지틀 낄 수있습니다. 여러문, 상어하는 사람과 끽지 낄 

수 있습니까? 끽지는 굉장히 오묘한 행위입니다‘ 모든 슨의 접족이 이휘집니다. 

그래서 님들하고 슨의 숨겨진 연끼지 마주잡는 경우는 상당히 드울어요. 자기 

스스로도여기(손가락과 슨가릭 사이의 연)는 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끽지기기는 남과, 남의 고유성과, 나조자도믿지지 않는이 부분과의 신져|접족을 

김행해야 해요. 이 강앵하는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연 그 강앵은 이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무엇인가리는그 물가능한 정의를 내려야 잉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죠. 신도 몰리요.하지만 ‘나’틀스스로 정의영니다‘ 그것이 바로 

내밀한 신제 부우|틀안지는 앵위죠 ‘나’는 정의알 수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틀 해야하기 때문에 정의를 깅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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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나의 액영은어떤지, 어떤 진구를뒀고, 

어떤 미디어를 좋아하는지. 그런 걸로 내가 정의팀니다 나는 절대 독립적인 

개제로 정의될 수 없어요 다 타인이 만들어 좁니다. 티인의 시션에 의해 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랴가 성형의 제국이 펀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러나러 

시림들은 타인의 시션을 엄청 의식업니다‘ 타인의 시션 때문에 중은 일도 많이 

일어나죠 

아이덴티El(ldentity)리는 말이 있죠 정치|성이랴는 말로 번역딩니다. 

우리나리 말의 40-50%는 연자어이고 40%는 일본 번역어입니다‘ 메이지유신 

때 일온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머|이지유신의 사회에 맞게 서유럽의 언어틀 

번역했어요.우리는 그 번역어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여러룬들이 아무리 

영어틀 질한다고 해도우러나랴에서 쓰는 사전직 의미로 소사이어티, 사회리고 

외국인에게 얘기하연 갱이 있어요‘ 소사이어티를일본에서 번역알 때 저음에는 

교제, 사럼으로 번역하다가 사회랴는 담어로 악될이 펀 거여|요 이게 1948년에 

일본어 사전에 등재되연서 우리나etoll 들어와 그대로동용딩니다‘ 아이덴티티는 

정제성이리고 번역되었습니다‘ 나이| 대한 정의리는 건데, 아이덴티티에는 여러 

가지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질이 굉장히 중요혜집니다‘ 끽지끼기틀 위해 내가 뭘 힐 

하는지, 어떤 메뉴틀 가졌는지 정픽히 알Of야힐니다‘ 믿악 여러룬들이 김치찌개, 

펀징찌개, 정국징, 두루지기틀 메뉴로 갖고있다연 안심해도 딩니다.하지안 

여러문들의 메뉴에 펀징찌개, 정국징, 스마게티틀 가지고 있다연 그 메뉴를 

고져야 해요 그것은 가찌 메뉴입니다.그 이상한 메뉴들은 자기가 힐해서 안든 

것이 아니랴 미디어와 타자가 만든 거여|요. 그메뉴를 고지지 않으연 끽지틀 낄 

수없습니다. 저쪽 면에서 가징 은밀한 신제 부위틀 접촉하연서 ‘Of, 이 사람은 
기짜구나‘’ 하고금앙 일아자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다는 것은 자기 자져|로 정의하기는 어엽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틀 보|야합니다. 여러룬들은 미래를 고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육지|적으로 

나의 미래는 나의 부모의 미래예요. 사람은 독자적으로 흩자 설 수없습니다. 

다연걸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는 빙식은, 우리가 끽지를 끼기 위해 

일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여러룬들은 말로타인과 대화를, 그러니까 소동을 

맡수 있다고생각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언어로 타인과 소통일 수 

없습니다 그 시람이 나틀 믿지는 느낌, 그 사람이 나에게 호소하는 표정과 같은 

것들로 7- 80% 대쩍합니다‘ 그러고 말로소동하는 것은 거의 물가능앙니다. 

우리가 모자랴서 그런 것이 아니리 인ζIOI 사용하는언어 구조가 그렇습니다‘ 

언어 구조가 이미 소동하기 어려운 도구예요 그런데도우리는 언어로 소동을 

히려고 하죠 부질없는 욕망을 드러냄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과 내가 말이 

안동하는지 고민합니다. 그혈 수밖에 었습니다“나는 저 사림이 중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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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일 때틀 떠을려보셰요 왜 그 사림이 풍을까요?그 사람과 언어로소동을 

하기 때문에?아닙니다 그 사림이 나틀 위로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리 

온몸으로 나를 위로해주기 때문에 중아힐니다‘ 언어는 고앙이와 개의 소통과 

겉Of요‘고앙이는 싸울 때 꼬리틀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는 중아하연 꼬리틀 

흔들죠‘ 그러니 둥이 인나연 동하지 앉아요. 이 사진저럼 사이풍게 있는 것은 

아성을 없어겁니다. 그 말은 자신의 내밀흰 부룬틀을 없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화확입니다. 문화확ef는 것은 야성을 없어갑니다. 남자가 남자틀 없어가고, 

여자가 여자를 잃어가고. 이게 문효|획입니다.우리는 지금 다 그걸 지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잦기가 점접 어려원집니다‘ 왜 우리가 용힐을 해야하고, 

동섭을 해야 연다는이런 이야기틀 계욕 하겠어요? 인되니까앙니다. 문회확는 

용압, 홍섭과 점점 멀어지는 연상입니다‘ 융업과 동섭이 문화리고 생각하시연 

인돼요‘ 융합과 동섭은야만의 문제이지. 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포스트휴언,4자 산업이란 

문제도Lf.2A4자산업혁명은제가 생각맡 때 허구에 가깝습니다. 여러룬 

사울인터넷Olet는 말 다들들어보셨죠 토템입니다. 엄산른.모든 사를에게 영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의자에게도, 저기 조명기기에게도 그러고여러분들은 이미 

아끼는 사울에 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를 인터넷이고4자 산업역명의 

온질입니다. 토템으로 돌아가자.그러고 그 엄신른을 기계적으로구언하는 게 l。T

(Internet。f things)입니다.예전에 없었던 이야기가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문제로 돋아가자연, 이셰돌하고알마고하고바둑을 

뒀죠 그러고 한 만을 졌죠 그 다음에 중국 기사랑 바둑을 뒀는데 인간이 내리 

졌죠 인공지능은 딩 러닝(Deep learnin밍을 잉니다. 딩 러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화입니다. 테오 얀센πhe。 얘nsen)이 바et는 건 윌끼요. 왜 터|오 얀샌이 

혜연의 고|울(Strandbeest)을 안들어 해연을 걷게 하죠? 언젠가는 저절로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겠다고 생각하는 거여|요‘ 관철이 생기고 지능이 생기고. 테오 

얀샌이 하고자하는일들이 인공지능의 딩 러닝과 같습니다‘ 인간이 의식을 

주입하는 것과 달러 테오안샌이 하고자하는 것은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 올직이게 내버려두연 일아서 바람의 앙힐01랴든가하는 것을 딩 러닝알 

것이리고생각하죠 자이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진화틀 바리요. 

인공지능이 34만개의 바둑의 기보틀 연구하고 딩 러닝였는데 나 같이 

바둑을 진찌 못 두는 사람을 만나연 질까요. 이킬까요? 첫 틀을 갑자기 밀도 인 

되게 엉웅한 곳에 두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은과연 어떻게 반응맡까요‘ 진화가 덜 

펀 인공지능은 엣갈릴 거여|요.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습니다‘하지만 그건 과액과 

기술의 연계가아니에요 인공지능의 한계는 인간 언어의 한계여|요. 우리가 

끽지끼기틀 맡 때 가징 먼저 버려야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여기 이 울영 하나도 제대로 묘사못영니다‘ 우리가울영이리고이를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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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순간에 이 룰영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정제성이 다 

샤리져버립니다‘ 

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릎을 룰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의미로 읍니다. 의미로오는 것은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부문을 g어버리고 읍니다‘ 이름을 부르는 앵위가뀔끼요? 

끽지끼기의 앵위예요. 가장 물가능하지안 우리는 이름을 부르연서 끽지를 일 수 

있는 거죠 왜냐히연 많은 부문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오니까우리는 끽지틀 낄 수 

있어요‘ 그러고g어버린 부문은 어떻게 해야 맡까요? 가장 은밀한 부문을 맞잡고 

힘을 얻으연서 그것틀을 다시 성휘합니다. 

인공지능의 안계리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압을 먹으리고 입력을 

맡 수없다는 거예요. 압이러연 어떤 압을 먹어야알지, 종류가 다른 압을 다 입력 

맡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것이 기계 스스로익히리고 하는 

딩 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를이야기일 때에는 인간 언어의 한계에 용작하고 

있음을일아야합니다. 

호에트Oil드(Alfred N。,th Whitehead, 1861-1947)ef는 중요한 

껄액자가 있습니다. 서잉 얼획자 중에서 아주 기특한 영액자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영억적 저서틀을 사로잡아 온 힐못된 관념은‘독립펀 

실져|’가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이런 존재 앙태는 없다. 모든 실재는 

우주의 나머지 것들과힘께 파여진다는 관점에서안 이해될 수 있다. 

-화이트헤드 

독립된실제가없다는거예요.끽지끼기는무언가새톨게하자는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끽지틀끼고있어요 사물인터넷저럼 여기 잭상이랴든가 

의자들은우리하고 다 연결팀니다‘ 그 연결된 싱태를깅화하자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룬, 몸을 꾸랴고 하는데, 몸이 무엇일까요? 내가지금 이렇게 

걷잖아요?그럼 여러문이 나틀 간다고 인식하는 거는무엇 때문이죠? 내가 

공간을 이동of71 때문이죠.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그럼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이동댔다는 건 무엇일까요?시간이 흐른다는 거죠시긴과 공간이 걸압을 혔다는 

거예요시공간이 끽지틀 끼기 때문에 우리가지금 사는 공간은 3자원 공간이 

아니죠‘ 우리는4자원 시공간에 삽니다 시간과공ζIOI 끽지틀 끼는 상태에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인악 여기에서 저 g이|서 나타뇨H각연 여러룬은 깜찍 늘랄 

겁니다‘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매일 경엄영니다‘ 

시간을 배제한 경엄을요 그게 꿀입니다‘ 그건 그 이상 그 이허도 아닙니다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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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싱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는끽지틀 낄 수 없어요. 그림이 

있어야 영니다‘ 운동을 하는문들은아시겠지만 그들은 매일 사고흔련을 영니다‘ 

사고훈련을 반록하다보연 몸이 띠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끽지끼기에서 중요한 

것은 ‘되고 싱다’리고믿 생각하는 것이 아니랴 그림을 그러는 것입니다. ‘되고 

싱다’랴는 것은어린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나의 구제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그립을 정팍하게 그려야해요. ‘나는누구인가?’랴는 질문을 껄액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연 끽지틀 낄 수 없고, 설형 끽지틀 낀다고 

해도 싱저안 믿습니다‘ 그러연 왜 끽지를 낄까요?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이미 

모든 사울들과 연결 되고, 시림들과연결딩니다‘ ,。P(lnternet 。f%。미e)이죠 

그리고 저는 Internet 。f Spirits리고 생각합니다. 영흔과 영흔이 엄께 엮었죠 

영흔끼리 끽지끼기 위해서는‘나는왜 살지?’이런 딩01 없는 질문보다.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경엄을 해야합니다. 의미잦기보다 중요한 것은 늘 살아있음을 

경엄하연서 순간숨간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인(C) 사상은 

사람이 어질어지랴는밀이 아닙니다.아이가 우물로 컬어가는 걸 온모든 인간은 

가서 이이틀 구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인(C)해야한다는말은 인간이러연 빈드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밀입니다‘ 우울기로 기어가는아이를보고어떤 느낌도울러일으키지 못하는 

사림은 사이코때스죠‘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인ζIOI 아니리고밀하는 것이 공자의 

인 사S엠니다. 그 느낌을 살리지 못하연 끽지껴외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연걸도 

되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어를 다시 생각해 봐야합니다.우리가 소통과 

끽지끼기틀 위해서 우리가 해야하는 일은 언어틀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허언 멜빌(Herman Melville)으| ‘일정사 바틀비〉에는 한 골지 아픈 인간이 

등징합니다. 그는 “ | w。uld prefer n。tt。--랴고 밀합니다. 우리밀로 하자연 

.나는 인 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죠‘ 근대에 저양잉니다‘ 근대는 인간 개제 

자져|틀 시스댐 안에 넣어 지원버리기 때문이죠‘ 근대가 끽기끼기에 가장 쉬운 

시스템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나뜬 시스템입니다. 내가 없는데 누군가와 

접속하연 어떻게 짙까요? 일려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말이 생경흰가요?우리 

니el에서는 유Of어입니다. 아이들이 그러죠“나 이거 하고 싱지 않아.”가 아니랴 

.나인하고싶어.’하죠. 

모모랴는소설을 아시나요? 시간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훌져서 시가로 만들어 피우연서 연명앙니다. 그것이 근대입니다. 

모모는 거기에 저양하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ζ써| 나오는 인률은아이가 태어나연 다 잡아먹습니다.저|우스가 

이버지를, 크로노스의 시간을 혹이고 신들을 토해내게 영니다‘ 여러룬은 다 

크로노스의 시ζ써| 집혀먹게 되어있습니다“시간이 왜 이렇게 영리 가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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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연 시ξ써| 잡아먹힌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자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끽지끼기를 하려연 자기 시건을 잦이야힐니다‘ 크로노스에 먹•I지 

밀고 카이로스의 시건을 잦아야 해요 

용준호 김독이 프랑스 카이에 뒤 시네마Oii서 인터뷰를 했어요.영화중 

흰 장연에 대언 의도틀 물었고 용감독이 ‘아, 그건 엑사리Ot.’리고 대답합니다. 

엑사리는 한국밀로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우연히 영어지는 거랴고 설명혔더니 

다음날 ‘art de picksary’랴는 인터뷰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결코의도한무언가를계픽일수있는존재가아닙니다. 액샤리의시간을 잦아야 

해요 이 액사리야말로 자신의 시l!'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자기의 시간이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의미를발견알 수 있어요‘ 우연성은 열학적으로이야기하연 

록잡하지믿, 한마디로밀하연 액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는시간으로 믿들까요‘ 

그것은4지원의 문제입니다. 차원을 계속해서 거듬해 4자원으로 넘어간다연 

3차원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룰 수 있을 것이리는 생각으로 자원 연구틀 었죠 

져| 결른은 이형습니다. 연화하는 시간가운데서 나의 뀌지를 잦는 것, 제 때 떡 

들어맞는 것. 그 시긴을 잦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에서 징작, 징조가 허구랴는 것을 다 일게 되었죠‘ 나의 지식은 

나 흔지인으| 것이 이닙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보다 살아있음을 경엄하는 것. 정엄 

자극에 빈응하는 것. 느낌을 갖는 것(C)이 중요하고요.그러고 두 번째로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컬하는 것이 중요업니다 끽지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그 연결을 깅확하는 거죠 그 깅화틀 위해 나틀 구성하는 

것을 일아야 하고, 나틀 구성하는시간을 알아야하고, 그렁게 끽지끼기가 

이휘져야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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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R。。t 루트 R。ute

~H!l:I,송남은 

• 기호확펀 몸_e.1버린 

• 기억하고 상상하는 몸-마우싱 

• ‘아카이브’로서의 몸-흠, 그녀…미지다 

• 서사적인 몸-로튼애틀 

• 역영적인 몸-아를다융, 노획, 여성성에 

관허여 

R。。t R。ute

Cha Jin-ye。p, s。ng Nam-eun 
·Symb。Iized b。dy_Riverrun
· Remembering and imagining 
b。dy_M。uthing

·The b。이 as an ‘archive’-
Dance, her ··g。 crazy 

·Epic B。이_R。tten Ap미e 

·Rev。luti。nary B。이-

Ab。ut Beauty, Aging. Femininity 

온 강의는 퍼포먼스의 근l.l(R。。t)인 ‘몸’을 

바리보는 여러 증위의 시각을 제안하고, 

이를토대로 떠포먼스 징직과 실전에 이르는 

다앙한 킬(~。ut리을 제시한다. 자진업 

연대무용가의 작업을 바탕으로 ‘몸’의 

다앙한 정져|성이 직업에 어떠한 영양력으로 

작용했는지 질문하고, ‘몸’에 대한 개인적 

정엄과 감각이 무대랴는공적인 영역으로 

전이되고 팍징되는 연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누고자한다.또한 ‘몸’과관계틀 맺는 

다앙한영역과 매지|와의 커뮤니케이션 잉식. 

그의미에대한딩른도엄께다루고자한다 

This lecture pr.。p。sesvari。us
viewp。ints 。fthe ‘b。dy’which is the 
r。。t。fall perf,。,mance, and based 
。n that it presents vari•。us routes 
from perf。rmance t。 ere a ti•。n and 
practice‘ Based 。n thew。rk 。f the 
m。dem dancer Cha 」in-ye。P, it 
asked h。w the d iverse identities 。f

the ‘b。이’ influenced her w。rkand
c。ntemplates the phen。men。n。f
extending and transferring pers。nal
experiences and the senses 。f the 
‘b。dγ int。 the public d。main 。f
the perf,。rmance stage.‘ It also de허S 
with vari。us areas 。f the relatior、ship

with the ‘b。dy’ and meth。ds 。f
c。mmunicati。nwith the media and 
disc。urse ab。ut it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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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Root 루트 Route 

Root: Route 

차진엽, 송남은 

승님은 반겁습니다‘ 저는문화예술기픽자이자 오늘이 자리에서 모더레이터 

역즐을 하는 승남은입니다‘ 이쪽은 오늘 강의 주제이자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주실 자진업 안무가입니다 

자진업 안녕하셰요 

승님은 오늘 강연은 강의 져|목이기도 한 R。。t&Route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줄어보려고 힐니다‘ r。。t는 뿌리, 근ζ써| 혜딩하는 것으로 몸이랴고 

해석했고, route는 잦아가는과정, 여정인데 이것은 징직에 이르는 킬, 흑 

퍼포먼스 메이킹에 이르는 루트랴고 해석해왔습니다. 퍼포먼스의 근ζIOI 되는 

몸에서 줄알해 어떻게 장작의 과정과 결과물로 이룰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틀 

나눠보려고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보연 첫 번째는 R。。t와 R。ute, 뿌리로서의 

몸과 퍼포먼스 장작에 이르는 길에 대한 개념에 대해, 두 번째는기호화펀 몸, 세 

번째는 기억하고 상상하는 몸,그러고 네 번째는‘아카이브’로서의 몸, 다섯 번째는 

서사적인 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역명적인 몸에 대해 나늘생각입니다‘ 이 모든 

개념은 다자진업 인무가의 작업에서 도줄였고요. 이런 다앙한 몸의 정체성에 

띠랴서 퍼포먼스의 과정과 결과를이 어떻게 달E낼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합니다. 

먼저, 떠포언스의 근간인 몸을 도구로 작업하고 계산 연대무용가자진업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몸에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에게 몸은 

어떤의미인가요? 

자진업 몸의 개념이리고 하니 어엽게 다가오네요. 제가 흠을 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명생을 몸을 옴직이며 쉴았는데, 저는 뇌보다몸의 기억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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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는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맡 때 형상 저의 몸을 감각하고, 흠을 주연서 

몸 구석구석 신제 부위 발가락 하Lf, 손가락 마디 하나, 머리카락의 울직임, 

신체 인에서 울직이는 많은 감각을 느끼고 그것을 표줄해내려고 영니다‘ 저에게 

몸은 싱싱, 생각, 감정, 감각들을 일체화시키는 저징소리고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웠던 삶이 내 몸이 딩컸고 직업을 통해 g줄되고오늘 강연 주제가 다섯 

가지의 몸으로 나누|졌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영져진 것이 제 몸안에 

있고 모든 작업에 다 내포되었다고 생각업니다. 

송남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몸은물질, 신체의 개념을 

넘어선다고 생각해야맡 것 같습니다.무용수 한 개인의 몸에 내재되어있는 

경엄, 기억, 정서, 김각, 영성까지도 통영해서 몸이리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동양된 몸이 어떻게 퍼포먼스리는공적인 영역 안에서 발휘힐 수 있을끼 

생각해보고자 영니다. 개인적인 몸의 감각은 사적인 요소인데요, 떠포언스는 

공적인 무대에서 보이고 관객이라는 타인과 소통하는과정인데,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공간에서 오픈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진업 질문에 대한 정획안 답이 힐지는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무대에서 즙을 줄 때는 사실 저의 감정에 삐져서 관객을 의식하지 못하고 흠을 

주었습니다. 객석은 임전이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나만의 

시간에 삐졌다 나오연 쾌감을 느끼고 ‘오늘 공연 진찌 힐 했구Lf.'리며 ‘관객들도 

다 느셨겠지?’리고 생각했어요‘ 나의 김정이 다 전달됐으리랴 생각였3ε그런데 

시간이 흐르연서 ‘나의 사적인 김정안 100% 남는 것이 아니랴 그들이 들어을 

수 있는공간을 비워둬야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관객들이 나틀 

바랴보연서 본인들의 감정과 감각을 나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비원두는 공ζIOI 

밀요한 거죠‘ 내 몸을 통해 그들이 감각일 수있는공간이 일요하다는생각을 해서, 

요즘에는그것을 많이 염두에 두려고 잉니다‘ 

승남은 결국 몸이랴는매개틀동해서 인간과 인간이 소동하는과정을 

퍼포먼스리고 일 수있을 것 같고요 떠포머(Perform태가 주지|이고 관객은 

객제랴고생각하는 경g이 있는데 일앙힘이 아니러 잉앙양이러 생각알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흠주는 객지|틀 바리보는주제로존재하고요. 즘주는 사람도 

주제로서 객져|에게 보여주는 사럼일 수있지요. 보여주기와 보기가 생앙힐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과 경엄이 다른 이들과 소통알 수 있도록스메이스틀 

믿드는 지점에서 관객의 역즐과 김상자의 주져|성이 싱당히 중요하다고 필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핀극 경엄이 많은 관객들에게 일어닐 수 있는 연상인뎌|, 

예틀 들어 무용수가 높이 짐프를 뛰거나 격렬흰 옴직임을 했을 때 관객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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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심장 벅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과액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퍼포머의 격열흰 흠을 왔을 때 카타르시스를느낀다는 것은, 감각의 

전이리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 즉연에서 몸과 몸이 대연하는 공연의 연장은 

굉징히 익사이팅한연징이리고 알 수 있고요 인무가는 이러한 전이연상이 얼마나 

월말하고흥미롭게 일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존재리고 룰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자진업 안무가가 작업하신 다앙한 작업들을 몸의 개념과 힘께 

공유틀 해보고자하는데요‘ 첫 번째 기호호}된 몸이랴는주제로 말을해 주실 

리버린(2。1잉 직픔에 대한 간담한 설명을 해 주시연 좋겠습니다. 

‘,,효 .. ~ ~>. 2。15

자진업 이 공연은시킥예술가 삐끼와한 공동 직업입니다. 

헐리보레이션(to。llab。rati。n)Olet는 게 굉장히 어려원요‘ 안무가가 컨셉, 주제, 

내용과 같은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음악이나 무대예슐, 의상과 같은 것들을 나머지 

스댐들에게 원하는 대로요정하는 것을 컬랴보레이션이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음 시직접부터 힘께 해야한다고 생각했고, 삐끼 시각여|슬기틀 

만나러 킬 때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고 잦아갔습니다‘ 서로의 대화를통해서 

연재 직업하는 것, 지금까지 직업한 것 중에 공통점을 잦으려고 했고요. 제임스 

조이스으| 'Ill네간의 경Ot'(Finnegan’sWake)리는 쩍이 있는데, 그 쩍은 

책의 첫 담어와 마지믹 담어가 연결되어있는 순환구조로 되어있어요.잭의 

마지막에 이야기의 결른을 내리는게 아니러 필 문장하고 첫 문징이 연결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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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저음으로 돋아오는 슨g구조로 되어있죠‘ e.1버런은‘피네간의 정야’으| 첫 

딘어예요‘ 저도 직업에서 그동안 많이 고인했었고 삐끼 작가도 양싱 어띤 매턴. 

르름을 인들어내는 직업을 혔었기 때문에 저의는 저음에 원에 대연 것을 키워드로 

집았어요. 순환하고 빈록하고 효|전되고 시작과 끝이 없는 원이랴는 영태 안에서 

때턴을인들어보는결로시작였죠 

이 작픔에서는나의 몸을 때턴화하고 규칙적/물규칙적인 동작을 

믿들어내연서 큰 이미지틀인들려고 했습니다‘ 작은 때턴을 동해 록집, 다~하고 

큰때턴을 무대 우|에 그러려고 했고요‘ 

승남은 설치작가 삐끼의 작업이 사진에서 보시는‘자기획장장지’랴는돋보기와 

뒤에 있는 설치 작업이고요‘ 시각예술가는 기호적인 즉연에서 작업을 전개했고 

그랬기 때문에 컬랴보헤이션에서 기호화펀 몸까지 직업이 픽장된 것이 아닌가 

싱은데요. 말을 하셨듯이 원형이랴는 기호, 그러고끊임없이 빈목되는매턴 

;에서 관객들이 어띤 스토리틀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업은 스토리구조틀 

따러서 관람하는 연극과 핀이하게 다르고,음악을 듣듯이 흑은 시각예슐 직업을 

기호적으로 보듯이 이 작업을 경엄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언어의 

져|계, 양자 언어의 지|계틀 넘어서는수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기흐로서 

존재혔다고 맡수 있습니다‘ 서사적인 이야기를물어내는 몸이 아니고 껄저히 

기호화펀 몸으로서 관객들에게 싱징을 던지고있어요‘ 

자기팍장징지랴고 하는돋보기틀 통해 얼굴이 픽대되거나 왜곡되는 

징지는관객들이 저마다의 해석을 알 수 있는 상징과 기흐리고 일 수 있겠죠 

자진업 뒤에 보이는 키네틱이트의 운동성의 느낌을 주는 이 사진이 작픔의 

클리이믹스인 부룬입니다. 많은때턴들과 규칙/룰규칙적 매턴의 영싱, 그러고 

저의 울직임이 정신없이 어우러지다가 어느 슨간 저의가 우주를떠나요‘ 모든 

때턴이 샤리지고 무대가 텅 비어지는 그런 슨간이었습니다‘ 

승남은 어느 슨간 카타르시스에 이르러 O써|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긴다는 

의미로들리네요.그러고 이 영상 직업도삐끼의 작업이죠? 

자진업 네‘ 영상직업의 경우는제가 율직임을 먼저 안들고 삐끼가 그 옴직임을 

보연서 울직임을때턴확한 영상을 안들었어요‘ 울직임을 보고시각화시키는 그런 

절증의 과정을 통해 인들어졌습니다. 

송남은 영상이미지와 몸의 올직임이 구영이 안 힐 정도로 흔연일지|가되었는데, 

영상의 기호성과 몸의 기효성이 통합되는 이미지틀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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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관객들은 어떤 해석을 알 것 겉으세요?어떤 내러티브틀 룰 수는없을 

거예요. 룬영히 나름의 상징져|계들을 일건알 텐데 안무가도 여기서 규정된 하나의 

해석이 아닌 다앙한 해석을 을어내고자 하셨죠? 

자진업 옴직임에 있어서 시도해 보려고 한 것이 있어요 그 동안췄던 제 즘의 

스타일에 지루했던 것 같아요. 물직임의 때턴과 스타일에 연효밭 주고 싱었던 

시기였고, 이 때흠의 컨씹은 막흠이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무용이 아는 

올직임이 아닌, 여러 가지 누구나 일고 있는 흠들, 영구즙,오징어흠, 을쟁이흠, 

믹즙이et는 컨셉으로다앙흰매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승님은 저는 개인적으로안무가-시각예술가컬러보헤이션이 영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화된 무용수의 옴직임을 보연 관객들은 거리깅을 느끼고 

애매모호엄 측에서 이야기를알아차리려고 하기 때문에 피로해지는 경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무가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정엄하는 막흠, 굉장히 

미니얼a쩌|즈 펀 울직임을 빈목적으로 때턴화하연서 증폭시켜 갑니다.그래서 

접근 가능한 싱징으로우리에게 어떤 핀타지를줄 수 있을 것인지,그 해석을 

관객들에게 었죠 직관적으로 직업을 경엄맡 수있도록 울직임의 징지틀 설정한 

게 아닌가 싱습니다‘ 어찌 보연 오징어 흠 자져|가 기호죠 우리가 징닌으로 췄던 

그것이 이 공ζ써|서 어떤 싱징으로 도지되어 나타나는까 이런 지적인 사유도 이 

직업을 통해 룰 수있습니다. 

자진업 공연이 몰나고 관객들이 ‘아, 저거 나도 맡수 있는데/리고 하연서 

띠랴하는 거예요.그동안 흠들은 너무 어렵고 무용수를인 하는 언어로 바리안 

왔는데, 관객들본인도 알 만하거든요.그러니까 공갑되고 윌게 다가가고. 우리가 

흔히 아는요소들이 어떻게 훈련펀 무용수의 몸을 동해서 연 번 더 재연되고, 

다른 매제하고 안나서 자꾸 발전되는지. 관객이 싱상틸수 있으셨나와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스토리적으로 믿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안, 직픔의 컨업을 

증룬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중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승님은 여기 시킥예술가운들 많이 잉아 계시지만, 고무적인 것은 무용수의 

기호화펀 몸을 보연서 삐끼 예술가가 몸의 기호에서 포작한 이미지틀 다시 

자기 언어로 기호찍혔다는 거죠 두 사람이 이야기 구조로 소동안 것이 아니리 

기호와 기흐로 서로 전달하고 그것이 결과울로 나왔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일반인들을 섭외해서 마지믹 피날려|틀 징식하는 

장연인데요여기서는 굉장한 카타르시스를느꼈다는 후문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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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업 직업알 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굉장한 개념을 갖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순간의 아이디어나 포작된 무언가를 가지고 발전시일 때도있는데, 

사실 이 흐피El(H。ppity)도 그형습니다. 호미티는 어었을 때 누구나힌번를타 

온 거고, 이것의 의미는 셰포의 룬얼이었어요 때턴들이 다 혜제되어 사랴지연서 

가장 작은 물질,세포들이 하나하나 다시 생겨나는 징연이고요무대의 영싱 

스크린이 사러지고 저 멀리서부터 이 호미티 군담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와요‘ 이 

룬들은일반인 지원자들인데 들랙리이트조명 아래에서 울직여지기 때문에 이 

하얀 것들안 무대 위에 퉁퉁 떠다니는 것저럼 보이고요 셰포들이 문얼되고 점점 

픽장되연서 다음 장연으로연결되는 장연이었습니다‘ 

송남은 세포분열, 다른 세계로의 이전과 같이 앙대하고풀어내기 엄든 것을 

이형게 기호적으로 또 늘이적으로풀어냈다는 것에 대해 두 작가를 굉징히 

인정해 드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싱상하고 기억하는 몸 -마우싱입니다. 간딘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상히고기억혀는g- 미우~. 2。14 

자진업 제 작픔은 아니고 이것 역시 공동 작업이리고 일 수 있는데요 이태리의 

루이자 로르테시(Luisa c。,tesi)et는 여성 안무가가 연국의 조정을 받아서, 

국립연대무용딘에서 개인 슬로 직업을 믿들어주었던 3년 전 작픔입니다‘ 

흥미롭고 풍있던 것은 이 안무가가 저와 나이가 비슷안, 한 살 터울의 인무가였고 

여성이었고, 또이야기틀 나눠보니 이태리의 활동 구조와 제가한국에서 직업했던 

흰정들, 느끼는 김정들, 여성으로서, 아티스트로서 공유알 수 있는 내적인 

부분들이 많더리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연서 도줄된 직업이고요. 마우싱은 

컴퓨터 마우스클릭하는 앵위틀 밀합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인해 전 세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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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아다닐 수 있잖아요. 지구반대떤의 모습을 룰수도 있고요‘ 다른시간과 

장소틀 넘나들수 있도록 인들어 주는마우싱, 클릭하는 행위틀 밀영니다 보통 

직픔에서 장연과 장연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죠 이전 장연에서 다음 

장연으로 넘어갈 때 이야기돋 만들어서 구조를부드럽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직픔에서는 그런 진절힘 없이 일순간 다음 장연으로 넘어겁니다. 매 순간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한테는 흥미로운 직업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0.1조 믿어| 다른 콧에 와 있는 사람이 되어야해요 어느 슨간 저는 경매징에 

나온 직픔이었다가 순간 클럭이 되연 아마존의 술 측에서 새틀 ~tet보는 

역일이었다가 다음에는 킬거리틀 헤매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징히 

흥미로웠고 제 작업에 많이 영양 주었던 작픔이었습니다. 

승님은 이미지만 보아도 다른 환경과컨며스트(to。ntext)틀 싱싱하연서 몸이 

이동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리버런의 몸의 이미지와 이 직픔의 몸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그만큼 무용수가 몸의 정제성을 뭐리고 

규정하는가이| 따리 직픔의 튼 앤 매너가 이렇게 전g된다는 걸 영 수있을 겁니다‘ 

자진업 이 작픔도 이태리 시킥예슐가와 공동 작업 한 것입니다. 러이팅작업 

경우에는그 시각예술가가 직업을 혔고요‘ 사운드는 경매장에서 경매사가 말하는 

소리입니다.어힐샌은 물고기가어동IOI리고 하는 갇힌 공간 인에 흔자 있고, 

어g 인물고기의 를직임과 제가 공간 안에 갇혀있는 옴직임을 같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여성의 김정을 드러내려고 흰 작픔은 아니지만, 연 공간 안에 갇연 여성의 

모습을 룰 수있죠‘ 경매장 샌에 등장안 율직임들도 여성의 이미지틀 조업한 

흥위예요. 여성을 상픔으로 보고 경매장에 내놓았을 빼 어떻게 하연 힐 일릴 수 

있을까틀 고려해서 씩슈얼리티틀 깅조한 울직임을 조잉안 인무틀 인들었습니다‘ 

승님은 서로 살아온 흰정이나 경엄, 기억은다르지믿 우린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많은 컬 공유하잖아요. 마우싱이란 타이를저럼 우리는 사이버에서 수많은 

공간을 잉문하고 많은 정보틀 간접 경엄하연서 그것이 몸의 사적인 경엄으로 

저징되죠 두 인무가가 을어낸 그 개념이 우리가 기억하는 몸, 이전의 경엄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2t는 다릅니다. 그 기억이 퍼포먼스εi는 여정으로을 때 

새로운 발견과 미래적인 것으로 징조되어 나온다는 거죠 몸안에서 일어나는 

연상들을 다 언어확맡수 없지만 그런 프로세스틀 거져 나온다고 알 수 있고, 지금 

언급한 저장된 기억을 을어내는 과정이 징작으로 가는 여정이리고 알 수 있을 것 

겉습니다. 또한 딘지 을어내는 것에 그지지 않고, 이미지틀 내 몸으로 환원해서 

싱싱했던 상황을 만들어 내죠몸이 가진 짐재력을 룰수 있습니다 

유명한연대 무용가인 액 스튜어트가 이런 어록을 남컸습니다.“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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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엄한 모든 흔적들은 정딩흰 이유로 신체에 남아있다.모든 것은 유지되며 

그것은세상과 안날 준비를 한다f세상과 만나는 연징이 퍼포먼스의 연장이고 

그것을 을어내 만나도록 건인하는과정이 장작의 과정이랴고 알 수 있습니다‘ 

인무가는 이 직픔을 통해 그것을 였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아카이브로서의 몸으로 소개일 

직픔은 ‘흠, 그녀--- 미지다.’인데요 기억하는 몸과 다르게 ‘아카이브’et는 말을 

었습니다‘ 과거의 정보틀 저징한다는 개념인데요. 우션 직픔에 대해 설명해 

주시연좋겠습니다. 

자진업 이 작픔은 제가무용수로서 그동인 한 직업들의 연장선상에서 한 번를 

점을 찍고 갔으연 하는 마음으로 했던 개인공연입니다. 지난 작업들을 

되돋아보고 나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다음 스업으로 넘어가고 싶다는생각을 

했습니다 저음으로 슬로로 6。룬마리 직픔을 흩로채원나갔던 공연이에요 룰른 

슬로 공연도 해 왔고 긴 공연도 해 왔지만 흔자 이형게 긴 시간을 채웠던 것은 

저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먹고 나 스스로 무대틀 채원보자 정말 내 

직픔을 해보자는 생각으로많은 것들을 비우고또 채우려고 였던 작픔입니다‘ 

이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흘린스러웠던 시기여서 ‘미지다’et는 

밀은 오히려 미지지 않기 위해 흠을 추어야 하는 그런 의미틀 깅습니다. 개인적인 

김정으로는 흠을 줄때가 가장 정상인거 같아요. 일싱에서 쉴 때 다른 직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하는 그런 중에서 온전히 나답고슬직하고 

정상일 때, 그러고 집중알 때가 바로 흠을 줄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진 

세상에 휠올리지 않으려연 내가 흠을 줘야하는구나.’그형게 반대로 해석을 

하시연되고요‘ 

승남은 저는 자진업 인무가와오랜 개인적 진룬이 있고 대부문의 공연을 다 

웠지만, 특히 이 공연을 보고 율혁혔어요. 이 직업은 그야말로 개인의 흠의 역사틀 

비연대기적으로 서슐힌 작업이리고 알 수 있습니다‘ 자진업 인무가를 알든모르든 

실존적 존재로서 또여성으로서, 동료로서, 여러 존재로서 한 사람이 무대에서 

자신의 역사를즐어낸다는 것은 싱당안 용기입니다‘ 그것도 질펀하게 자서전을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랴 예술적 완성도틀 가지고 그 역사틀 서술한다는 것은 

싱당한 실력이 있어야가능흰 일인데요. 

자진엽 이 작픔구조의 컨셉은 회색의 억에 있습니다‘ 저의 공직과 사적,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양이 저의 사적인 공간이고요, 집 안에서 머물 때 흠을 

주거나 쇼파에 앙아 엉 때리거나 바닥을 g굴거리거나하는 저의 사적인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요.그러다가 슨간 저 문을 통해서 벽을 이동하연 저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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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드러나요. 검정 코트를 입은모습저럼 강하고 샌 여성으로 연모하여 

거리틀 횡보하고 다니다가 또 집인으로돌아오연 고독하고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돋아융니다. 뻔하고그런 직픔일 수도있지만 저한테는 의미 있었고 이 

직픔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승님은 하나의 직픔이 나오기까지 예술가의 고뇌리고 룰수도 있지안,보면적인 

외적/내적의 갈등, 사적-공직 공ζ써|서 다르게 존재하는 모습을 멈덤하게 줄어낸 

직픔인거 같고요. 컬국몸은많은 개인의 역사들이 내재되기 때문에 줄어내기만 

하연 되는 그런 저장소리는생각이 듬니다. 연대기적으로 줄어냉으연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비연대기적으로 울어냈고 또 공간의 이동으로역사의 

르름을 민들어나갔다는 점이 흥미로운 직업이었습니다‘ 다음 직업은 서사적인 

몸- 내러티브 바디리고 알 수 있고요. 2012년의 로튼애틀이리는 작업인데 

많은 호명을 믿았던 직업입니다. 조기 작업이지믿 이 때 당시 상당히 호기로운 

직업이었고 공ζ써| 대연 해석이 틱윌였던 작업이었습니다. 줄연한 무용수의 몸은 

정밀 이야기를 담던 내러티브 바디로서 엄청난 발후|틀 였던 작업이리고 일 수 

있습니다 

자진업 이 작업은 한국에 돋아와서 개인 직업을 하다가C。llectiveA틀 

만들연서 조금 더 직업을 획장해야겠다고생각하던 시점에 흰 작업입니다. 

요즘에야 장소특정적인 떠포언스를 많이를 하지믿 이때는 한국에 그런 직업이 

많01 없었습니다. 그래서 site specific perf。rmance형식으로 시작을 해보게 

되었는데, 관련펀 고민은 이 직업을 하기 5년 전부터 머릿측에 댐돋았던 것 

겉습니다 공연에 가연 관객들이 수동적으로 바et안 보기 때문에 져|가 관객으로 

가서 공연을 외도 김흥이 안와요‘ 심리적으로기대가 안 되고 공연이 즐겁지 

않았습니다.왜 수동적으로 있어야 를까, 왜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알 수 

없을까et는 고인을 했고요, 관객이 바리보는 져13자가 아니러 직픔의 일휠으로서 

퍼포머가표연하는 것을 직접 경엄일 수 있었으연 중겠다고생각혔습니다 

그래서 site specific perf,。rma nee틀 히려고 했고요‘ 

공ζ벼| 양을 8개 만들었고관객은 돋아다니연서 그 잉 안에서 일어나는 

일틀을 보게 되는데, 특열안 동션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마다보는 

것이 달러요 그래서 어찌 보연 전시의 형식저럼 느여집니다. 공연은 징작자가 

보여줘야만 관객이 비el룰 수 있습니다‘ 공연의 관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전시를보러 가연 관객들이 동션을 자유톨게 넘나들연서 보고 싱은 

것을 더 보거나 다 다르게 강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시 관객의 자율의지와 공연의 

형식을 접목하고 싱었어요‘ 

그형게 관객이 자유톨게 돋아다니연서 강상을 하는데 순간 엌이 

44 루트Ro。1 .트 R。이e 



허줄어집니다. 거의 5조인에 억이 허줄어찌서 공간이 일제가 돼요. 무대는 

고정되어서 영화저럼 드랴마틱하게 다앙한시공긴을 넘나들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무대에서 구연알 수 있을까고민했었습니다‘ 마짐 관객 중에 

영화감독님이 보고는‘Of, 어떻게 이런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혔Lt.’고 하더리고요. 

영화도그렇잖아요 다앙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멀어지다가하나씩 

풀어지고 떠즐이 맞춰지고 하나의 컬말에 도딩하는, 그런 의도의 형식을 가진 

공연입니다. 

송남은 관객은 영화 욕으로 들어와 있는듯한 정엄을 하연서, 바로슨당는 

거리에 영화적인 캐릭터가 떠다니는 상핑에 놓입니다‘ 딩항하연서도 내가 

객체인지 주져|인지, 내가 실재인지 g영인지, 떠포머들이 환영인지 유렁인지 모를, 

이 공ζ써| 들어오는순간 실존적 몸의 정치|성이 흩재되는독특한 경엄을 합니다. 

로튼 애틀이랴는 타이돋저럼 사과의 여러 가지 상징들, 동찍나 

성경, 소설에서 나오는 사과의 내러티브를 마면적, 비션영적으로 얼져놓고 

몽타주기엄으로 펀집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어떤 동선을 선택하는가이| 띠랴 다른 

내러티브틀 경엄해요. 그런 시도가 흥미톨습니다. 

공연에서는 사2f틀 들고 다니연서 많은 사람들을 유흑하는 엄적 존재가 

있고요, 가연을 스스고있는 룬들은관객들인데, 그관객들이 뒤에서 유형들저럼 

하나의 써릭터로 존재하게 팀니다. 관객은 입장맡 때부터 가연을 쓰는데, 관객들 

스스로도모르는 사이에 다른 쪽에서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도줄해낼 수 있는 효과가 되고요‘ 이 로비 공간의 인스틀레이션 직업에 대한 

설명을부탁드힐게요. 

자진엽 이 로비 인스틀레이션(installati。n)은 신소희 디자이너께서 

믿들어주셨는데요.공연을 보러 갈 때 로비는 그닝 대기 장소, 기다리는 장소로 

직픔과는 영개로 머물러야 하는 것이 관객입징에서 g상 아수|웠어요. 그래서 져| 

직픔 내에서는관객들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작픔안으로 들어왔다고느끼기틀 

바랐습니다. 로비는 공연 전에 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장소이고 직픔의 

기대지틀을려주는 효과를준다고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인조잔디를 

낄고요‘ 나무 테이들을 가운데 설치하고 형형색색의 음료틀 자혔는데,그것은 

성경에 나오는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와 백설공주의 독사과 등 사과의 이야기를 

중접시켜 안든 거여|요. 바깥은 에덴동산의 상징이고요, 컬러줄한 음료는 확려하게 

포장되어 있는금담의 사고L 독사고밭 밀영니다. 관객들은 자유톨게 들어와 

저 음료틀 마십니다‘ 그걸 보연서 저는 ‘Of, 저들이 선악과틀 먹었구나.’ 하고 

싱상하죠 저컬 먹고 극장 인으로들어오연 저들도 이 공연에 잠여하고요‘ 그러고 

니중에 그 음료틀 검정색으로 바꿔놨어요.관객들이 다캐지하지는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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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억는 나릉 그런 의미틀 딩으며 작업했습니다‘ 

승님은 의싱부터 모든 공간연줄까지 굉장히 극대효L과장펀 캐릭터들인더|, 

여기서 영저히 몸이 서사틀 담아요. 무용수들의 연기역이 중요연 직업이었고 

기존 직업과는 다르게 연극적인 연극계가 추구하는 몸의 정치|성으로부터 을어낸 

직업입니다. 대사없이 몸으로모든 서사를 픔었다는 것,그러고 여기서는공간을 

Silent Character리고 명영했는데, 공간은 빈 것저럼 보이지안 이런 모든 

연줄과 내러티브 바디가 존재힘으로써 공간 자체가 이야기를 담기 시작해요. 

공간도 이야기가 채워지킬 바리고언제든 캐릭터가 윌 존재로 해석하죠. 그래서 

특얼히 안무가가 이 직업에서는 공간 곳곳을 어떻게 해석맡지 연줄력을 발후|했고 

캐릭터에 눌린 안큼공간의 이야기성에 김동였던 작업입니다‘ 

저음에는관객들이 당핑합니다‘ 하지만1-2룬 후 적용하연 공건을 

팀힘합니다.순례자저럼 이 여정을 텀험하다가 일순간에 공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캐릭터로 공ζIOI 연모하연 관객들도 새로운 캐릭터로존재하죠 숨어서 

보는 존재이다가 공ζIOI 오픈되연서 적극적 관힐자가 되어 버립니다.그래서 

이 작업은 무용수의 몸이 내러티브가 딩고 있는 것 푼 아니랴 관객의 몸조차 

많은 이야기를 담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관객의 존재 자져|가 다시 무용수에게 

이야기를주죠. 싱호적인 그 정엄에 대해 이야기허| 주시연 중갱어요. 관객이 바로 

영에서 나의 앵우|틀보고 있을 때의 이야기 같은 것 말이죠 

자진업 가끔 이 직업을 보시고 타이틀을 줄여주실 때 옛알려하시는부문이 

관객잠여영 공연이랴는 말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관객이 짐여하는 

것이 아니러 지|엄였으연 중겠다고생각했어요. 우리와 같은 역일로들어오는 것은 

아니러 운영히 경계를 두고 싶었고요. 관객의 동선이나 반응에 띠러 떠포언스가 

그닐그닐 달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리순발력을 발휘해 매번 

딜러컸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공연을 하는 기문이 들었어요 집중해서 캐릭터를 

끝까지 을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어엽기도 했고요.보시다시피 무대 전제를쓰기 

때문에 되장이 없어요. 60룬 내내 관객이 있든 없든,스스로 이야기를만들어내고 

김정의 르름이 끊기지 않게끔 플어나가야하거든요 

승님은 관객도 그래서 굉장히 바쁜 직업이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야기의 요소, 콘텐즈가되어 어띤 역알을 하게 된다고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무용수들은 자신의 주연으로 360도 띨져져서 각자의 스토리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은 이 징연이 흥미로원 보여서 보고 있다가도다른 징연에 매흑돼서 

그쪽으로 가요.그래서 관객 1。0명이 들어왔다연 100영이 다 다른스토리 

구조틀 정엄하고 가죠 자신의 직E뻐| 띠러서 보고 싱은 장연을 휘사선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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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를인들어긴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관극 경엄을 준 

공연이에요. 

공연 장연 중에는 사과가 놓인 테이들 잎때|서 텀욕의 몰을 보여주는 

듯한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들의 정쟁부터, 션악의 다둥저럼 남성 무용수간의 

치열한 다둥도 있고요 이야기 흐릎을 많이 플고 가는 엄적 존재는 사익연 유흑의 

동작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진업 안무가는 개인의 공간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괴랴는 내러티브 히나틀 가지고많은 자기 이야기를 

서술하는공연이었습니다. 

자진업 저뒤에 있는영상은여자무용수한영남자무용수안명의누드에 

가까운몸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이 때는 많은 것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무대 장지나 소픔, 의상도 직접 리몸해서 안들어서 입기도 하고요‘ 이 때 공연은 

기술이나 기계적 장지틀 쓰지 않고,아날로그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 보고 

싱었어요‘ 역도 흰 순l.k끼| 삐르게 샤리지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기슐적으로 

해컬하는 것이 아니리 아날로그적으로 죄대한 삐르게 해지우기 위해 5-6개얻을 

고민였어요. 그래서 이 공연에 쓰인 많은 것들이 손수 리폼하거나 리사이클정 

해서 믿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연은 작년까지 재공연을 셰 번 였습니다‘ 2012년, 2014년, 그러고 

직년에 연 번 더 했는데, 직년에 추가펀 내용도 있습니다.시대적으로 우|인부 

문제와 세월호 사건이 계욕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apple의 사과가 아니랴 

ap。,。gy으| 사과한다의 사과의 의미를추가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부문에 멘트는 이렇습니다“선악과틀 띠먹은 아담과 이브의 

힐못일까요, 그것을 권흰 임의 힐못일까요. 아니연 그콧에 사과나무를 심은그 

문의 힐못일까요.’ 그문에게 마지믹 질문을 던지는 장연인데 종교적인 이슈를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5윌에 을랴간 공연인데 그때 우|인부 이슈가 

계속 있었을 때였어요.그 룬들은큰 물질적 보상을 바리는 것이 아니러진정흰 

사과한마디를 위해 사투를 영이시는 거잖아요. 사회의 많은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왜 우리가진정어린 사과한 마디틀 못 하고 쉴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왜 이 얀마디를못하고 살까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남은 사과의 두 가지 종의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연재 작업의 이슈로 가지고 계신 역명적인 몸에 대해 이야기틀 나늘까 

잉니다. 영국 인무가와힘께 공동작업으로 하고계신 직업이고요 여기서 가징 

큰 이슈는 여성성이고 이제까지 보았던 과거의 작업과 달러 역명적인 몸으로서 

나는 어떻게 존재알지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수도 나이가 

들잖아요‘ 노화하는 몸, 아름다울에 대한 것. 몸을 매개로 하는 작업에서는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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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는 질문이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보는 존재로서 우리는 늘보여지는 몸이 

아를다웠으연 중겠다고생각하기도 하고요. 

자진업 아직 준비딘계리 실제로 어명게 만들어질지는 고민하고 있는중입니다. 

직업알 때 주제의식이나 컨셉을 먼저 생각하지만형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잉니다‘ 이 작업이 무대 우|에서 보여지는 작업으로 갈지,관객과 합져지연서 

장소특정적인 밍엄으로 겔지, 이런 영식을 우선적으로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에게는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g상 공간을 염두에 두고 선택흰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작업은9월에 오픈하는공간에서 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간입니다. 장소특정적 앙업으로 킬생각이긴 하지안 관객이 유동적으로 직픔 

인에 들어오는 개념은아닐 거예요 인스틀에이션 떠포언스 형식으로 잡았고요. 

힘께 하는 영국 아티스트는안무가입과 동시에 테크놀로지를 얻용연 작업을 

하는 시각여|슬기입니다 같은주제를 가지고 들이 다른 작픔으로 믿들어 낼 

예정입니다.공동 작업이긴 하지안 흰 작음으로 영져지는 것이 아니러 계속 

컨씹을 공유하연서 같은 컨셉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다른 작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 키워드는 2개여|요여성성과 미, 아를다울에 대해 

재해석하고 싱고 여성의 몸이랴는룰질적인 산제 뿐아니리여성이 갖고 있는 

김킥과 아카이브로서의 몸틀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딛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과거에서 연재로 온여성의 몸에 중점을 두고 있고영국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연재의 여성의 몸이 미래의 어떤 몸으로 알 건지를중점에 두고 있어서 굉징히 

다른 직업이 Lf을 것 같습니다. 

승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알 때 아를다운 여성의 신비주의적 실제화가 

발레 무용수인거 같아요. 튀튀(tutu)리는 의상을 입고공주역알을 하고 

있는 발레리나틀 아를답다고 인식하는데‘ 클래식 발례에서 연대무용으로 

넘어오연서 이사도랴 던컨(lsad。ra Duncan)이랴는 연대무용기로부터 

억영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튀튀와 토슈즈를 벗어버리고 바닥을 구르연서 

연대무용에서는 이렇게 젠더의 경계틀 의식하지 않은흠들이 많아요. 

c。ntact lmpr.。visati。n(접촉에 의흰 즉흥 §), 접촉 즉흥이리고 하는데요 
여성의 몸과 님성의 몸이 아닌 그닝 물리적인 몸으로 만나서 여자가 님자를 

들어을리기도 하고 님자가 여자에게 리프트틀 딩하기도 하고요. 발레리나는늘 

기벼원야하고 님성에 의해 리프트 되는존재인데, 연대로 넘어오자 즘에서부터 

몸의 역영이 일어나는 거예요.안무가께서도 큰공간개념, 형식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지민 이런 질문들도 직픔을 동해 하실 수 있을 것 겉아요. 

공동 직업자도 남자 인무가시고, 그래서 두 사림이 힘께 젠더의 경계에서 

여성성을 어떻게 규정일 것인가, 우리는 아름다울을 어떻게 규정알 것인7f,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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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되고 있는 나의 몸도관객들앞에 내놓을 안한 것인7f, 그런 부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자진업 안무가도 지금역시 

아름다우시지안한떤으로는노확되는 몸에 대한 정엄을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셰요? 

자진업 사실 제가 흠을 주연서 안 번도부상을 당해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음으로부상을 당해왔어요. 부상을 당해보니 몸에 대해 더 고민을 하는 것 

겉습니다‘ 오른일을 다져서 왼슨으로 압도 먹어보고요. 머리도흔자 못 묶고, 

못 하는 일들이 굉징히 많아요 모든 것틀을 다 저음시작하는 기문이 듬니다‘ 

부상당한 것은안 중긴 하지안, ‘몸을 울직이는 사람으로서 이형게 몸을 

새톱게 팀구하게 되었구나, 직업의 연장선이구Lf.’ 하는그런 생각을 하연서 

지금 이 상황을 흥미톨게 지내고 있습니다. 발례에서의 아를다울, 아름다원야 

하는 여성의 몸이 연대무용으로 오연서 여성성을 파괴하고해제힐니다. 저는 

빌려l틀 전공했어요 발례에서는 정연으로 질 보질 않아요. 정연으로 보연 

몸이 떤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발레리나는 형상 몸을 틀어요 어깨나 잉을 

부각시켜서 여성의 몸을 가징 아를답게 보여주는 사선 각도로 서요. 그래서 

정연 동직도 있긴 하지만 기본동작은 다 사선으로 몸을 틀어서 보여주는 

것이 많고요‘ 발필으로 서는 것도 사실 어떻게 하연 사람의 몸을 가장 길고 

아름답게 보일까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발기럭으로 서 있는 것 보다 

더 을리가게. 더 킬게 보이려고 해서 민들어진 것이 포인트 슈즈고요 발레는 

정말 비인간적인 예술이에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괴도하게 몸을 찢잖아요 

어떻게 하연 사람의 몸을 기형적이지만 아를답게 보이도록몸을 극대화하는 

흔련을 하는데, 연대무용은 이것에서부터 반감을 갖고 시작펀 것이거든요“왜 

우리는예뻐야해?’ ‘왜 우리는 길어 보여야해?’ 빌려|는 양싱 가슴을 내밀고 필을 

킬게 해야 하는 반연, 현대무용의 기본동작은 컨트랙팅k。ntractin밍이리고 

하는 동직이에요몸을 어글리하게 하고 비를어서 웰게 보이기도 하고, 울떤해 

보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아를다울의 형식을 계측 해져|하연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어릴 때 리듬제조틀 였고요, e.1듬제조는몸을 괴도하게 유연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발레틀 했고, 지금은 연대무용으로 오연서 몸에 대해 계속 

고믿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리는 건 뭐지?’ 다시 한 번 미에 대한 개념을 

새톨게 생각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 신지|가 노화하연서 어럴 때 하던 동작을 

이제 더 이상 못 해요. 그렇다연 내 신체에, 내 나이에 맞는 율직임을 어떻게 

믿들 수 있을까, 고민힘니다‘ 괴도하게 억지로 민들어내는 아름다율이 아니랴 

내 몸이 갖는 형식으로서 새로운언어틀 만들어빌 수 있을지, 내 몸이 강고 있는 

이름다율은 어떤 것인지, 십년 후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그 q-01에도 내 몸이 

갖는 아름다율은 어떤 것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1 Route 49 



50 루트Q。이 .트 R。이e 



승남은 들으셨듯이 이 고민이 지금 연재 계속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1。얻 

딩이| 자진업 안무가가 정의내리는여성성은 2f연 무엇이고아름다울의 개념은 

어영지 공급하고요 나이등-에이징의 이슈에 관해 몸에 대해 가징 민김연 예술을 

하는 이 예슐가가 어떤 선언을 하는지 우리가 같이 룰 수 있는 기회틀 누리기틀 

기대하연셔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급하신 내용이 있다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여자1 Of:까 말을하실 때 20대 때에는 자신의 즘에 삐져서 관객을 관달하지 못 

혔다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지금은 관객의 빈용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엽 연징에서 관객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형식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관객을 그믿큼염두에 두었다는 뭇이기도 해요. 관객들이 어명게 

내 작픔을 바리보는지,그들을 어띤 위지에 놓을지. 저는 작픔믿을, 직음 인에 

있는 것믿을 믿드는 것이 아니랴 보여주는 싱용,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형식을 

염두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직픔은 관객이 저 멀리에서 바랴룰 때 더 

공갑되는 작픔도 있고,관객이 적극적으로관여해서 무용수의 호흩, 눈업, 

눈동자 율직임 하나까지 다느여야 공김하는 직픔도 있었습니다‘ 

송남은 짐언을 하자연 무용은시간예술이잖아요. 아무리 비디오 녹확한결 

보더랴도 연g뼈|서 그 순l.k끼|서믿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형기 때문에 

관객은그 증인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무용수가 윌 표연알건지도 중요하고 

어떤 시도틀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관객 입장에서 이 연장을 어떻게 증인으로서 

룰 것인지, 보는 행위에 대한 입징도 질문을 해 룰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의 과정이 관객에게도 같이 얼어나야 중은공연이 계측 생신힐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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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슐기적 정.성억 이중적 딜예마 

김동흘 

예술계에 종사하고있거나앞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과 혐께 예술가 흑은 

예슐 전문가가된다는 것은 도대제 무엇을 

뭇하는가하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강연의 

목적이다. 예술계의 전통적 구성요소로 보통 

예술7f, 작픔, 김상자, 비명가를 곱는다. 룰른 

오늘닐에는 문화산업 종사자나 문화정책 

담당자도 거기에 포엄시키기도 연다. 그런데 

이들은어떻게 예술계에 입문하게 되는 컬끼? 

내가 예술가 혹은 비g가가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순간에 이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알까? 직가와 비명7f, 작가와 

수용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알까? 내가 안든 

직픔은과연 ‘내’ 직픔일까? 아니연 작가의 

슨을 떠난 직픔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강상자의 몫일끼? 

The D。ub’e Dilemma 
。f the Artist’s ldenti” 
Kim D。ng-hun
The purp。se 。f this lecture is t。
find an answer t。 the fundamental 
questi。n。fwhat it means t。 be 
an artist 。r an aπ pr<。fessi。nal t。

th。sewh。 are currently engaging in 
。rare planning t。w。rk in the field 
。fart in the future‘ The traditi。nal

c。mp。nents 。f the .。rid 。f art are 
artists, w。rks, audiences, and crit ics. 
T。day, cultural industry walkers 
and cultural p。licy 。fficers are als。
included‘ But h。wd。 they get int。
thew。rid of art? When w ill I bee。me
an artist 。r a critic? What sh。uld I d。
t。 reach that m。ment?What sh。uld
be the relati。nship between w riters 
and critics, and w riters and readers? 
lsmyw。rk really ‘my’w。rk? 。r is it 
entirely up t。 the reader t•。 decide the 
meaning of the w。rk that leaves the 

artist’s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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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적 정체성의 
이중적 딜레마 

T he Double Dilemma 。f the Artist’s Identity 

김동훈 

김동훈 안녕하셰요‘ 저음 윌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딘하게 해야 맡 

것 같은데요 여기 책자 다 밑으셨죠? 거기 간략하게 섣여 있는데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한예종) 예술교'Y찍부에서 주로예술혈액을 가르지고 

있습니다‘ 영획이리는 딘어를들으연서 예상하셨겠지안 오늘은예울분야에서 

직접 일하시연서 부딪히는 문제를과는 뭔가 동떨어진 느낌의 이야기틀 들으실 

겁니다. 룰른 껄액이랴는 핵문이 워낙 보동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를 잡는 

얘기리고 이미 생각하시겠지만요 

이 g사 주제가 자기조직확(Artistic Selι。멍anizati。n)와 장조적 

실전(Creative Practice)이네요. 자기조직확틀 하려연 일담 어디션가 줄발을 

해야겠죠 줄발하는 지점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를조직화하기 

시직알끼요? 

또 전져| 주제는예술로 가로지르기인데, 기로지른다는 개념이 생각보다 

어염더리고요 그래서 예술로어떻게 가로지르지?‘가로지른다’는 말이 월까? 

그런 질문에 도율 되는 얘기틀 해드러는 게 중겠다는 생각01 듬니다. 

여러룬은예술가이죠? 예술가에게 가징 중요연 것은, ‘나는 예슬기인데 

예술가는도대지| 어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림이지?’et는 물음으로부터 

시직해서 거기서 내린 결른들을 조금씩 구제확히|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오늘말하고자하는 자기조직확가 아닐까 싱습니다. 

자기조직효}는 크게 보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 

스스로 자신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나긴다는 의미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개인이 중요하다기보다‘나와힘께 있는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믿들어쩌 

나가는가?’. ‘개인도 어떤 형식으로든어떤 공동제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제의 일에 

개입하는데, 그과정은어떻게 진앵되는가?’일 겁니다. 이때 자기조직효|러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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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집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제 이야기는 후반부가 아니랴 전반부. 

그러니까온인 스스로 자신의 정제성을 민들어나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힐 것 

같아요‘ 어느 슨간부턴가 자신이 예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티인데, 그런 과정이 대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곁이 이야기해보고 싱습니다 

예울개념의연화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고 010lr11거(Martin Heidegger)랴는 영액자의 

사상을 주제로 벅사 논문을 었습니다.그런데 하이데거는r예술직픔의 근원J이랴는 

논문에서 예술가는“작픔이 완성되는 슨간사랴져야한다‘’et는 얘기틀 었어요. 

이 얘기가무슨얘기인지, 도대제 그러연 나는 사et:>:I기 위해 존재하는지, 여러 

록집한 생각이 듬니다.어쨌든 저는 하이데거 얼액을 공부였고그것을 통해서 

예술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돋아와그런 생각들을 

토대로 여러 대억에서 강의혔고요. 예술열학 강의를주로 었기 때문에 ‘도대지| 

예솥이란 게 뭐지?’. ‘예술가의 질을 멍이나갈 때 어떤 잉식으로 내가 나틀 

조직확알 것인가?’이런 문제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저음에는 서율대 미획괴나 흥대 미액과 등 주로 이른공부하는 진구들을 

많이 가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몸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싱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효|에 서율대 미대 조소과 획생들과 힘께 조각미액이란 수업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진구들과재미있게 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 길증이 

나더리고요 조각하는 진구들푼안 아니랴 모든 종류의 예술을 전공하는 획생들과 

믿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히 연예종에서 강의하게 되었고 지구싱에 

존재하는, 공식적으로인정받은 모든 예술 장르틀 전공하는 액생들을 만나게 되는 

앵운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영써 안예종에서 강의한 지 7년이 됐는데요.그동안 ‘예술가, 

예술 전문가가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무슨얘기틀 해줄끼.’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가 수업시ζ써| 물어옵니다 • • 여러룬중에 자신을 예술기랴고 

생각하시는 룬 있나요?” 그러연 아무도슨을 인 들어요 슨들연 좀 이상하게 

느여지겠죠? 수업시간인데다 모두 획생이니까요. 어쨌든이들 중 대부문은 

예술가 지망생이기에 예술가가 되고 싱어하고예술경영이나 예울이른 전공생들은 

예술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문이 언제 예술가가 윌 것 겉으냐‘’고 

줄어보이도 대부룬 대담을 질 못 해요‘ 여기 있는 여러룬은 이미 되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룬은 언제 예술가가 되셨어요? 룬명 어느순간 예슐가가 

되셨습니다. 그순간이 언제리고 생각하셰요? 

저는 어디서나 토른 수업을 중아힐니다‘획교에서는 둘러앙아 토른 

수업을 많이 영니다‘ 가능하연 여러문이 제 질문에 빈용해주셨으연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예슬기였지?아직 아닌가?예술가가됐다연 어느 순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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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틀 예술가로 안들어준 그순ζ써| 어떤 일이 일어났지?’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내 몸에 갑자기 획획반응이 일어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됐나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변했습니다‘ 그형다고 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림01 된 건 또 

아닐 겁니다. 왜냐하연 그 전에도 나는 예술을 중아였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역었고,확실이나 음익 억원이든열심히 다니는 이런 과정틀을 거쳤을 

거예요. 예술가와 상관없지 않았죠. 매우 많은 노력과 힘을 예술 룬야이| 쏟았어요‘ 

그런데 그때는예술가가 아니었는데,어느순간에 내가예술가가됐어요‘ 

그순ζIOI 언제일까요? 

김동흘 흑시 자신이 예술가리고 생각하시는문은 한 번 손들어 보시겠어요?언제 

예술가가되셨죠? 

짐여자1 전 그냥 제가 자신이 예슐기랴고 생각알 때 예술가리고 생각허|요. 

김동흔 나 자신이 예슐가리고생각맡 때?그때가 언제였죠? 

태어날 때부터였나요?그건 아니죠? 

짐여자1 뭔가 머릿속으로 많은생각을 알 때요 

김동훈 머릿속으로 많은생각을 알 때 예술가가 펀다? 

짐여자1 예술을 공부하다보니 정지, 과액 등많은생각을 하고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야지리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술가가 펀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김동흘 그 대목이겠네요‘ 내가 세상의 여러 운야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관심이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지점이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일 때 내가 예술가가 펀 거네요? 

또다른문? 

짐여자2 저는 자신에 대연 가지틀 픽신했을 때 예술가가된 것 같아요. 

김동흘 자신의 가지에 대한 픽신? 나는 중은 사림01다. 그런 건가요? 하지만 

내가 중은 사람이랴는 팍신이 나를 예술가로 인들어주지는않죠 

짐여자2 아니요- 그런 가지가 아니다 예술의 가지에 대한 획신이요. 

김동흔 내가 그림 그러는 사림으로서 ‘이 정도연 괜잖아’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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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2 네, 그런거죠 

김동훈 두문 건해가 좁 다르시네요. 한 룬믿 더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짐여자2 저는 작업을 어힐 때부터 중아해서 했는데요 내가 ‘예술가’끼지는 아니다 

싱다가도제 직업에 객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대중들로 인해서 ‘내가 

직업적인 예슐가구나’히며 획인알 때가 있어요‘ 

김동훈 저음 두문과 지금 얘기하신 문의 생각은 조금 다르네요 모두 서로 

다르긴 하지인, 다시 크게 줄로 나누자연 저음 두 문은 내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발건혔을 때, 마지믹 얘기하신 문은 대중들의 반응이 느껴졌을 때 

예술가가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오늘 간담하게 을린 강연소개문을 얽으셨다연 

느끼시겠지만-예술가로서의 나의 픽산으로부터 김상하는 사람들에게로 

예술계의 관심이 20세기에 점점 많이 융격갔다는 것입니다 찌|울’이리는 

밀은 18세기에 저음 안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술이et는 밀01 없었습니다. 

증격적이죠? 우리나랴든 동아시아든 심지어 유럽에서도18세기까지는예울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닐예술이러 룬류하는룬야들이 이전에는 

그냥 기술이었어요 우리나랴도 그림 그러는 사람들, 음의 하는 사람들 모두 

중인 계급이었고, 기슬자들이었어요 

서앙에서는 아주오랫동안 기술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인문 

교양으로서 흩릉한 기술, 노예들이나 알 허드렛일로서 얼등만 기슐로 나눴죠 

그런데 회확, 조각, 건축 이린 것들은 다 노예의 기솥에 속했어요‘ 여러룬들도 

아마 그 당시에 태어나셨으연-룰른 그림을 힐 그러고 조킥을 질하연 굉징히 

인정밭있겠지만-교앙수준이 높은 흩릉한 사람이리는 얘기는못 들으셨을 

겁니다 

수액적인 원리에 기빈을 둔클래식 음익01랴든지 수사액 같은 기슐이 

인문 교잉으로서 흩릉한 기술로 여격졌습니다‘ 반연 우리가 보통 일고 있는 

무용, 시킥예슐, 연기 등은 노예들이나하는 기슐이리고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 모두가 다른 기술들과는 구멸되는 공통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룬명히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틀을 지징하는‘Oii슐’이랴는 용어틀 만듬니다. 

영어로예술이 뭐죠?아트어rt)입니다 그런데 아트어rt)리는 딘어는예술이εi는 

뭇으로도쓰이지안, 즙은 의미로는 미술이et는 뭇으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더 

굉엄우|하거|는 기술이et는 밀로도 스스입니다. 예틀 들자연 에리히 프를(Erich 

Pinchas Fromm)OI리는 사람이 쓴 굉장히 섹시흰 제목의 r사캉의 기술J이et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연 지루하고재미없어요. 어쨌든이 책의 져|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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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The art 。fl。vin양입니다. 01때Art는 기술이랴는 뭇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우리말로도 그형게 번역됐습니다‘ 

띠러서 찌|솔’이et는 말은Art로 다포필되지만Art는그것보다 더 녕은 

개념입니다.그형다연 서앙언어에서는예술이랴는말을 어떻게 부르는지 흑시 

아시는 룬 있나요? 영어로는 Fine Arts리고 부르고요. 줄어로는 Beaux-A rts, 

독어로는 Schone KOnsteet고 부릅니다. 모두 아름다운 기술, 즉 아름다울과 

E변한 기술이et는 뭇입니다 왜냐하연 18세기에 저음으로 그런 용어틀 고언했던 

사림들이 예솥을 아를다운 자연의 모앙이리고 정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f를다율이 굉징히 중요했습니다. 비록 인문 교양과 노예기술로 나눴지만 그 

들은 비슷한 공동점이 있고, 그것은 바로아를다운 자연의 모앙이리고 생각였죠‘ 

그래서 문획, 음익, 시각예술, 무용이나연극 같은종합예술을 하나로묶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틀을 겉이 모은 적이 없었어요 다 따로따로 얘기었죠 그런데 

옛닐부터 사람들은 이들이 같은 부류에 속알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있었습니다. 

이전 삼시액 년 전에 비극에 대해서 굉징히 중요한 쩍을 쓴 사림01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teles)리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r시액j이et는 

책이 있습니다‘ 이 t시획J이리는잭은오늘날까지도연극, 특히 비극에 관안 연 

거의 기독교의 성서에 맞먹는 권위틀 지닙니다. 서앙에서 연극에 관연 이른적 

성힐은 일담 아리스토텔레스의 r시획」으로부터 시직합니다.그만큼 중요연 

잭입니다 

r시획..Oii서 비극은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예술인뎌|, 그중 쩍심은 

모앙이리고 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앙이 희극이나 음의, 효|효|나 조킥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리고 주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모앙이리는 즉연에서 이 

룬아들이 서로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렇게 어렴풋이 일던 사실을 토대로 

그것들을 묶어 하나의 체계로 만든 후, 예술이리고 부르게 펀 건 이전 년이 흩획 

지난18세기에 와서입니다‘ 이형듯 서앙에서도 예솥이et는 말 자져|가 등징연 

것은 이백여 년, 킬어왔자 심액여 년 정도밖에 인 됐습니다‘ 

우리나랴에는 언제 예술이랴는 개념이 도입됐을까요? 당연히 일제 

깅짐기입니다. 액 년이 채 인됐어요.울른그전에 똑똑혔던 사람들은 정LI러나 

일온에서 배원 이러한 말이 있더러 였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러나랴에서 

예술이et는 말을 공식적으로쓰기 시작한건 일제 깅짐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et는 직업군이 틴생한 것도일제 깅점기 이후예요. 그전에는다환쟁이, 

도화서 화원, 릉각쟁이 기타 등등이었겠죠. 

중요한 건 그형게 정의된 Of를다운 자연의 모응IOI랴는 정의 자체가 

연대에 들어와서 많이 흔들렀고, 그래서 오늘날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거et는 사실입니다. 예술이 정밀 모앙일까요? 흑시 예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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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앙이리고 생각하시는 룬있나요?아니연 예슐의 온질은 표언이리고 생각하시는 

룬?그럼 나머지 룬들은 예술의 온질이 뭐리고생각하시나요?온힐이란 건 

존재하지 않나요? 예술이 무엇이죠? 

어쨌든 예술이et는 밀의 의미는 이형듯 엄청나게 많이 연해왔습니다. 

오늘날 연대예술 중에서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것들은모앙이 아니리고 여기죠. 

추상예술?우연음익? 모밍이리고 룰수 있을까요? 입지 않습니다. 설치미술? 

모앙인가요? 대답하기가 엄지 않죠?예술을 정의일 때 옛날에는 아를다운 자연의 

모앙이리고 했는데, 이제 ‘모양Olet는 규정 자져|가 흔들리죠 

다음 문제는 ‘아름다울’이리는 규정의 지위도 흔들었다는 겁니다. 

연대예술이 Of를답나요? 아름답지 않죠 아를답지 않은게윌샌 많습니다. 적어도 

뛰어난 예술성이 있다고 회자되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예슐일수록 아름답지 

않은 게 영샌 많아요. 심지어 주익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예술을 

아름다운 자연의 모앙이리고 정의해서 하나로묶었는데, 2。세기가 지나연서 

이 중요흰 두 가지가 모두무너지죠 게다가 ‘자연’의 모앙이랴는규정 역시 

인간 내연으| g연Olet는 요소가 중요해지연서 마찬가지로 흔들립니다. 모든 

구성요소가 다흔들혔어요. 그럼에도룰구하고 우리는이삼액여 년 전 서앙에서 

고안된 예술이란 담어, 흑 Fine Arts, Beaux -A rts, 이런 딘어틀 우리말로 

예솥이리고 번역였고여전히 써요 그래서 여러룬이 찌|술’가의 몸을 꾸죠 또는 

찌|솔’가로 열심히 월동하고 계시죠문제는 도대제 예술이 무영01냐틀 일아ot, 

내가 어떤 예술가가 힐지도조금 더 선영해질 텐데 그게 업지 않더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어떤가요? 킥자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예술이죠 근데 문제는 

어느 슨간 이것이 예술인지 아닌지 엣갈린다는 겁니다.얼마 전 서울로7017에 

신알 수믿 개틀 널어놓은 정크 아트(」unkA에인 ‘슈즈트리〉작픔이 예술인가요? 

그것이왜예솥이에요? 

짐여자1 으|도된 거니까요. 

김동흔 의도된거연다예술인가요? 

짐여자2 혜석의 여지가 었으연, 여|솥이리고 생각해요. 

김동훈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으연 예슐이죠? 

짐여자2표언 의도가 있고, 그것을 바팅으로 강상자가 잉잉양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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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흘 내가표연을한딘 말이죠? 자 내가표연혔어요 "OIOI 씨l”표언했어요 

이것도 예술인가요? 이건 예술이 아니죠그럼 어떤 표연이 예술인가요?예틀 들어, 

온몸이 염에 흘액 정어서 개울에 릉덩 뛰어들었어요. 기문이 중아겠어요 개울에서 

나와서 옷,신빌, 양밀도 다일아 일었어요. 이것도예술인가요? 닌 표연했어요. 

‘Ott 시원해. 기룬 중아. 옷을 밀려야지/ 나의 내연을 드러빙죠 그런데 이것을 

예술이리고하지 않죠‘ 그런데 왜 서울역 굉징에수만 개의 냥은구두틀 컬어두연 

그게예술이되죠? 

짐여자2 작가의 의도 또는 의미 부여가 내재되어 있다연 예술인 것 같아요‘ 

김동훈 그러네요‘ 조금 전에 제가 옷을 벗어서 컬어놨을 때는기룬 좋다고 

무의식적으로 표연었죠 그런데 서울역 굉징 작픔에는 어떤 의도가 내재됐다. 

좀줌혀졌네요. 그런데 그 의도가 사람들을 엿 먹이려는 의도였다연 그래도 

예술인가요? 정말꼬질꼬질인 냄새나는 구두만 모아서 수만 개틀 걸어놓으연 

사림들이 무슨 냄새야하연서 영그리겠지‘’et는 생각으로 작업혔어요 그것도 

예술인가요? 의도가 개입됐잖아요 

짐여자3나뜬 예술지만, 그래도예술이리고 생각해요‘ 

김동훈 ‘나는 수민 개의 연 구두를 컬어놓고 사림들의 낯을 엉그러게 알 

것이다/랴는 의도가 있었다연, 예술인 거네요?그런데 그것이 왜 예슐이죠? 

서울로틀 잦았던 수많은 시믿이 인싱을 찌푸였잖아요. ‘이게 뭐야, 앤 이싱연 걸 

갖다 놓았어.” 그러니끼 진증권 선생님이 나와서 “예술도 모르는 것들이------”. 

이형게 얘기였어요 룬명한 사실은 ‘정크 아트’(」unkA에랴는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졌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요건을 깅추연 그것을 

예술이리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과 몇 십 년 안 되긴 혔지만요.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예술이리고 정으|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내가 시림들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수많은 사럼에게 이게 무슨 꼬질꼬질흰 냄새야.’랴는 

느임을 깅도록 하는 의도만 있다연, 그것을 예술이리고부를수 있는 컬까요? 

거기에 무엇인가 더 접가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짐여자4어띤 가지가 더 일요하지 않을까요‘ 

김동흘 그러네요‘ 어떤 가지가 더 들어가야 하네요. 닫숨한의도로는 부촉하고, 

어떤 가지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네요 근데 

전달하려는 의도가 ‘나는 힐난 놀이야.’랴는 것이연 그것도 예술일까요? 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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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수믿 개의 구두를 모으는 것도 힘들었지믿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알 수 있다니. 역시 난 굉장히 힐난 놀이Ott’ 이것도 하나의 가지가 힐 

수 있겠~ 내가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싱어서 혔다연 이것도 예술인가요? 

짐여자S보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다연 예술이 되지 않을까요? 

김동훈 of나가 더 엄가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예술의 

조건이 힐까요? 으|도가 있어야하고, 가지가 있어야하고. 공감을 이을어내야 

하죠 이제 조금엑 예술의 의미에 가까원지는 것 같죠? 열학자가 예술에 접근하는 

잉식도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튼구를 잡는 것이 아니랴 이형게 여러 시람의 

생각과 실제로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관힐합니다.그런 과정을 거져 

사람들이 어떤 양동을 예술이리고느끼고 행동하고 생각알 때, 그들 머리 뒤떤에 

있는 예솥이et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 E집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예술은 18세기에 유럽의 몇몇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저럼 

더 이싱아를다운 자연의 모앙은아닙니다. 예전의 정의인 아름다운 자연의 

모앙에도 지금여러룬이 얘기했던 가지, 의도, 공감들이 포힘되기는혔지만, 

부수적인 얘기였습니다.여기서 중요흰 것은 예술작픔은아를다원야 하고, 자연과 

사물의 모습, 심지어 자연의 옴직임을 비슷하게 재연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룬은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시죠?‘내가 예슬기인데. 내 작픔은 

이름다워야하며 실제 자연의 옴직임과 같아야해.’이렇게 생각 안하시죠? 

흑시 그형게 생각하시는 룬 있나요? 을른그런 룬도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원의 아름다운 연윷을 똑같이 그려내 자연의 아름다울에 대한 공감을 얻고 

싱다.’는예술가가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믿오늘닐 대부문 예술가는 

그렇지 않습니다.오늘제가 여러룬과하고 싱은 이야기는 예술이 왜 이형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한과정이 19세기, 20세기에 어떻게 진앵되었는지 

설명해 드러고요그 다음에는 그러연 연회에 대연 여러문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싱습니다 이러한과정의 연효i틀 ‘예술가적 정치|성의 이중적 딜레마랴는주제를 

통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울가적 정찌|성의 이중적 딜레마 

그 연찍의 중요흰지점을 힐 이야기해주는 작음으로 샤틀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r독자에게J랴는 시가 있습니다. 흑시 문학 

하시는문 있으산가요? 시각예술 하시는룬? 회화,조각, 건축 디자인 기타 등등 

포힘해서요. 시킥예술과연극분야기여기 구성원 전부시네요. 어쨌든 샤를 

The D。uble 0;1emma 이theAn;st’s ldent<y 61 



보들레르는 연대 시의 새로운 지명을 열어젖힌 굉장히 중요흰 인룰입니다. 저도 

이십 대 때 한동안 슴작을 하연서 시인이 되고 싱었고, 보들레르에 대한 얼영을 

잃었습니다. 

보들레르를알게 된 건 서정주 시인으I '문퉁이」리는 시를 

통해서였습니다‘ 흑시 이 시를아시는 룬있으셰요? 여섯 행으로 된 아주 웰은 

시입니다‘ 고등학교 1억년 때 국어 짐고서에서 얽고 증격을 믿아서 며일 동안 짐을 

설졌어요. 

문퉁이-서정주 

해와하늘잊이 

문퉁이는 서러워 

보리알에딩뜨연 

애기하나먹고 

꽃저럼룹은울음을 

암씨율었다. 

이린 아주 월은시입니다. 이 시를~고 증격을 받아서 ‘사럼에게 이런 

김정, 내가 전혀 경엄하지 못흰 김정이 있을 수 있구나.얼마나고통스럽고 

저질알끼?’그런 생각틀을 했습니다. 시틀 간담하게 해석해드릴게요 

문등영이εi는 말은 비하 발언이랴고 해서 지금은 한센영(Hansen Diseas리 

이리고 부릅니다. 이 영의 특징은 슨말을 비롯한산지|가 서서히 액어들어 갑니다‘ 

굉징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슨과 벌이 결국 바닥만 님습니다 가장 고동스러운 

건 눈이 썩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록도에서 몽사휠동을 여름 겨울로 

5년 동안 했는데, 멍인 영동에 가보연 휠자문 안구 측에 일간속살이 그대로 

보입니다 코도 문드러찌서 없고요. 그형게 될 때끼지 ~딩한 시간이 컬러겠죠 

계속 자기 살이 벅어가는 고동을 맛와야합니다.그것이 .해외하늘빛이 

문퉁이는 서러워”랴는시구의 의미일 것입니다‘ 님들은아름답다고 깅사하다고 

생각하는 해와 하늘빚을 서럽게 생각알 정도로 고동스러운 삶이겠3ε그래서 

.보리빌에 달뜨연 애기 하나 먹고”업기적이죠? 옛닐에는‘문퉁이 온다{” 하연 

동네 꼬마들이 다 집으로 숨었어요 속설 때문이죠 깃뇨뼈의 깅을 빼서 먹으연 

문등영이 낫는다는 욕설이 있었어요. 사실여부는모르겠지안, 그런 소문은 

이마 접촉성 전염엉이니까 사람들이 아이의 접근을 믹으려고 지어내 떠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접촉성 전염엉이εi는 개념이 전무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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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능성도 많지는않습니다. 하지믿 만의 욕설이 사실이랴연 어띨까? 시인은 

싱상하죠 동네에서 몰래 아기틀 훌져 와서 배를 갈리서 간을 111 먹었어요. 

인간으로서 씻을 수없는 죠|익을 저지르죠 육져|적으로 저절흰고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인하고 인육을 먹는끔찍흰 범죄틀 저질러요. 영이 나았겠어요? 인 낫죠‘ 

여전히 슨벌이 썩어들어 가는데, 나는 시람을 쭉이고인육까지 먹었어요 그 

고통은 싱상하기도 어엽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시를원으연서 ‘사실 나는 이런 고동을 경엄하고 

싱지는않다‘ 그러나 그 고동의 정도는 가늠하고 싱c:f.’고 생각했어요 이런 고동의 

무게와 깅이를느끼고 시를쏟 사람은어떤 사람일지 궁금했고요. 

마지막 두 행은 피를토하연서 임써 율었다고해석맡수 있겠죠. 

이 시를 읽고 나서 저는시틀 쓰고 싱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인 서정주에 대허| 

일아왔더니 서정주가 프랑스유미주의 시인 보들레르틀 중아했으며 그를 많이 

따랴 했다고 하더군요.보들레르가 누군지 살펴보|야겠다고 다짐였고, 그 몸이 

이루어진 건 교환학생으로프랑스 마리에 지|류일 때였습니다.그때 보들레르리는 

시인을 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실 보들레르는 시인보다 미술명른기로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죠|고의 미슐명른가였어요. 수많은 비난의 대싱01던 

들et크루Ol(Eugene Delacroix)를 일익 스타덤에 을리기도 했어요. 그런 그가 

수많은예술가외 교류하연서 언젠가 내가 세상을뒤엎을 거랴고떠들었습니다. 

그러고얼마 후 줄긴연 그의 시집은 정밀로세상을 뒤엎었습니다‘ r악의 꽃」이리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을 보연 오늘닐에도 원기 어려운 시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시는 r살인자의 숱」이et는 시입니다. 짓 문장은 .내 아내가 흑어서, 나는 자유다‘. 

이형게 시작해요. 계옥 읽어보연 몰까지 후회하는 빚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쭉인 것도 팍실하고요.부인을 쭉이고 막 술을 퍼마시연서 몸과 마음이 왼전히 

밍가져가는 모습이 적나랴하게 시에 담격있습니다. 이린 것을 시로쓰다니‘ 

딩시에도재핀까지 가고 시집이 회수되는 난리틀 엮었죠 그런 그가연대 시의 

시조가 됐습니다.그래선지 이후 S멍힌 많은 연대 시는 굉징히 부도덕한 내용을 

딩습니다‘ 우리니러시인은 그렇게 부도덕흰 경우까지 나간 정우는없는듯해요. 

서정주 시인이 그 근저까지 가려다 말았고요. 그와 비슷한 시도를혔던 다른 

시인들도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혔던 것 같아요. 갔다해도, 짐깐 근저까지 갔다 

온 정도죠 악이 무엇인지, 왜 악이 아를다운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한시인은 

없는 것 같아요.그렇기에 보들레르εi는 시인의 직픔에는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증격적인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그가r악의 꽃j 첫 장에 서시틀 옵니다. 

제목은「독자에거|」리고줄었어요.그래서 이 시를 짐깐 힘께 얽어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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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 샤틀보들레르 

우둔힘과 과오, 조|익과 인색힘 

우리 영흔 사로집고 우리 몸 괴톨연다네‘ 

거지들이 몸 ; 기생증 먹여 살리듯 

너무도 기문 나끈 후회틀 우린 스스로에게 먹이로 주지. 

죄익은 끈질기고뉘우짐은 무기력하다네. 

그 대가로우린 기꺼이 고해성사 앵하지. 

그러곤 비루얀 눈물 모든 흘 씻어내 주리랴 믿으며 

흙탕룰 전지 킬로 즐거이 돋아온다네. 

악덕의 머리맏엔 사탄이 있어 

마업 걸린 우리 영흔 오래오래 흔들어 채우지. 

그러연우리 의지랴는강비씬금욕마저 

이 악식한연금술사로 인해 왼전히 증발되어 사랴져 버리네‘ 

우리 조증하는 끈쥐고 있는 건 이 악마랴네l 

역격운 것들에서도 우린 매력 느끼지. 

악휘 풍기는 어둠 가로질러 두려울도 없이 

매일 안 걸음엑 지옥 g해 내려간다네. 

만 가난힌난몽문이 

안룰간 징녀의 액대당한가슴 키스하고 알아대듯 

가는 도중우리도 비밀스런 쾌락 도둑힐혜선 

오래된 오랜지마닝 셰자게 늘러 찌대지. 

수없이 많은 기생증저럼 익백이 득실거리며 

우리 머릿속 힌무리 미퀴를 진당 먹고마신다네. 

틀리지 않는 틴식과 힘께 르르는, 보이지 않는 깅저럼 

숨 쉴 때연 흑음이 허파 측으로 내려오지‘ 

강간과 독악, 칼과 앙화가 

우리네 비짐한 운영의 진부한 바탕 우|에 

아직 그흥미진진한 데생을 수놓지 않았다연 

아, 그건 우리 영흔이 아직 증문히 뻔뻔하지 못해서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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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갈이나표엄, 사냥개나 

원숭이, 전길이나 독수리, 엄들 사이로 

괴울들 기어 다니네. 비열한 익덕의 무리 가운데서 

소리 지르며 절규하며 으르렁거리며 말일세. 

그중에서도 그는 가징 주하며 심술꽃고야비하다네l 

그커다란 몸짓 보이지도 커다란 엄성 지르지도 않지인 

대지틀 엄사리 며|허로 만들 거랴네‘ 

그리고 하픔 한 번으로 셰상을 심켜 버리겠지. 

그건 권태리너II 앤지 모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룰 담배 피우며 담두대틀 꿀꾸지. 

독지여 자넨 그Jf, 저 까다로운 괴물이 누군지 일고 있다네‘ 

-위선자인 독자여, -내 닮은을이여, -내 형제여l 

이것이 이 시집의 서시입니다.앙으로 전개윌 이 시집의 내용을 예깅케 

하는데요. 시틀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문액 수업에서 하는 거니까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갱습니다.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지막한 g입니다. 

--우|선자인 독자여, -내 닮은 월이여, -내 혈져|여l” 

시집의 서시가 「독자에거|」랴는제목을 달고있는데, 독자를 우|선자리고 

부르죠‘ 그뿐만 아니러 나의 닮은몰이자 형제리고 룰러요 우리는 서로 잃은 

을인 형제인데, 위션자이고 엄청난 권태에 삐졌고 머릿속에는 마귀가 들월으며 

온갖 익명을 저지틀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증격적인 얘기여서 

수많은 사람이 이 시틀 얽고 .뭐 이런 나뜸 늄이 다 있나.”랬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스캔들을 룰러일으회니다‘ 

룰른 보들레르가저음은 아닙니다. 그전에 딘펀소설로 굉장안 증격을 

준 미국소설가가 있죠「검은 고행Ii로 유영한 애드가 앨런 포(Edgar A llan 

p。e)리는 작가입니다. r검은 고양01쩌|서 주인공은 솥에 휘해 사링하는 고앙이 

눈을 훨아버려요. 나중에는 아Oii 고양이를목매딩아 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룰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려요. 셰얻이 지나고 주인공은우연히 자신이 흑인 

고앙이와 닮은 고앙이틀 만나 집에 데리고 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술만 마시연 

고앙이를 억대하죠 그러던 어느 닐 지하실 계딘을 내려가다가고S애|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너무화가 나서 도끼로 쭉이려고 하는 슨간 부인이 

믹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도끼로 찍어 쭉입니다‘ 이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후회하는 게 아니랴오히려 완전엄죄를꿈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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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지카(pechka)O틀틀어서 그 측에 아내의 시제를묻고 시엔트로 

빌리버립니다. 오래된 떼지카저럼 보이기 위해 온깅 수딘을 동원합니다. 

완전범죄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힐에 

신고해요. 그러나 정알은 아무흔적도 못 짖죠‘ 그때 주인공은 사악한 

승리갑에 도휘해서 다뒤져보리고소리지며 그 자리를 횡링 집니다.그때 

뭐가 들려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를립니다‘ 

• 엌이l E에.{진 허시이쇠 

닌잉기구를~ii. 
억틀등으흐앙"I;>석 

등에E얘.{억지ll!I 

기월히여닌잉E때 

보들레르는 이런 애드가 영런 포의 작픔세계에 얼굉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펀 애드가 영런 포의 담떤소설들을 물어로 번역었어요. 반연 애드가 앵런 

포의 시는 매우 로맨틱합니다. 흑시 포의 시를~어보신 룬계셰요? '애너옐 e.1」가 

그의 유영한시인데, 요약하자연 아내가 축었는데 나는 잊지 못하고아직도 

애너영 리틀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소설은 대부문 끔픽안 내용으로 

가특합니다. '어셔 가의 몰락• '배반하는 심장」등 그의 거의 대부분 소설이 

그형습니다. 

보들레르 자신은애드가 앨런 포의 소설저럼 시틀 쏠 거리고 었고, 

그래서 r악의 윷J 같은 시집이 나융니다‘ 그러고나서 전 세계 예슐지혈이 

바뀔니다 그전에 예술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흩릉해야 혔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 인정밭지 못었습니다‘ 그런데 애드가앨런 포와 보들레르로 인해 

그런 르름이 뒤집히죠 특히 ‘낭만주의’ 예술사조 이후로 악을 예슐의 전연에 

내세우는수많은 예술직픔이 등장힐니다. 그래도 저음에는 일밀의 후찍하는 

느임이 있었어요. '검은 고앙이」도 마지막에 주인공이 잠낀 후쩍하는 것저럼 

묘사하는부문이 나와요. 

수많은 예술작픔이 수전 년 동안 어떤 션을 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이디푸스도 아버지를 쭉이고 어머니와 걸흩하지만자신은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야 용서밭을 수있고 관객에게서도카타르시스가 일어나니까요‘ 그런 흰계를 

넘어서 대놓고 직접적으로 익 자져|틀 추구하연서도 포징하지 않은 건19세기였고 

20세기에는 그런 경힘이 폭발적으로 팍신딩니다‘ 그래서 여러문도 예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갈등해야 하는 그런 셰싱에 태어났죠 울른 20세기 조반인 해도 

욕그형진 않있어요. 근데 점점 20세기 후반이 되연서 예울이 무엇인지 너무나 

헛링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들레르가 그 모든과정의 줄발짐이었죠 

그형다연 왜 보들레르는 독자틀 저형게 밀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독일 영액자 빌터 멘0엔(Walter Benjamin)은 

17세기, 18세기를 지나연서 ~겁혁명이 일어나고 유럽 사회가 점점 싱업 자본주의 

사회로 연하연서 예술가의 지위에도 엄정난 변화가 생컸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예술가는 후견인-귀촉, g촉, 성직자-믿 신정 쓰연 됐습니다. 그런데 핀이 

바뀔니다 이제는 형져| 없는대증을 상대로 예술을 해야하는 겁니다. 문제는 

대중이 나의 예술에 대해 질 모틀니다‘ 님 이렇게 흩릉하고수많은 번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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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져 직픔을 인들었는데 대중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연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권태입니다‘ ~겁 자본주의 사회의 가징 많이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 정서 증 하나가권태입니다‘ 울른 전에도존재였지안, 연대 산업 

사회로인해 더묵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서틀몸을 때 우율, 룰안, 권태를 많이 

얘기앙니다. 

권태틀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추구하는 게 뀔까요? 딩징 나의 지루엄을 

없애는 일, 소위 일링 타임(killingtim리이리고 일컬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지연 

인돼요. 바로바로 시간을 철게 힐러서 액션을 줘야 영니다‘ 이것이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링 타임01εi는 활동의 의미입니다. 

저는 벤야민이 이런 연상을 아주 날카톨게 분석했다고 생각영니다‘ 여|술은 

싱픔확딩니다‘ 예전에는 내 후견인에게안 넘격주연 되는 상픔이었지민, 이제 

예술작픔은 시징에 일아야 하는 왼전한 싱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슐가들은 

싱픔으로서 예술작픔을 어떻게 믿들어야 하는지 고민에 삐지죠 이때 생각해야 얻 

지점이 뭐예요? 대중의 권태틀 어띤 식으로든 해결해줘야죠‘ 해컬해주지 않으연 

내가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 저해진 겁니다. 동시에 나도 그 사회 구성원이기에 

대중과 똑같다고 느끼게 펀다는 거죠 

벤야민은 또 r아케이드 프로젝트J리는 미완의 잭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엄청난 싱픔을 생산하고 점점 더 삐르게 새로운 것을 생산하연서 그 모든 것틀을 

모아서 많은 사람이 룰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아케이드’리고 었어요 그러니~t. 

일종의 백확점이죠 예전에는 액확점이 없었기 때문에 큰 도로연에 건물을 짓고 

쇼윈도에 수많은 상픔을 진얼했어요. 심지어 비 오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기둥 

.|틀 유리 지를으로 덩어요‘ 그 인에 구정하는수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직합니다. 

신잭하연서 구정하는 사람들, 산잭지(Flaneur)랴는 하나의 인간유형이 생긴 

거죠 그들은 누구일끼요? 나의 권태틀 해결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나의 눈을 끄는 것은 없나?’ 하연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술에 

대해서도 마잔가지로생각하게 딩니다. 이 지점이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연서 

예술가가 정엄하게 되는 중요한 연확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그전에도 

룰른 예술가는‘아, 공작님은어떤 걸 풍아하지‘’ 하연서 상대앙의 휘양을 

고려하긴 했어요. 하지믿 그걸 져|외하고는본인 마음대로 알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그런 자유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고누군지도 모르는 시림들의 권태를 

해컬해주는 일을 끊임없이 신경 써야하는 흰정에 저하게 팀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흰 예술의 싱를확리는 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이 연 구절에 

담격 있습니다“-우|선자인 독자여, -내 댐은 을이여. -내 형제여.” 

시집을 었는데 저자의 의도가 .너 이거 읽지 않을래? 너도 똑같이 

느끼지?우리 모두 섣레기Ot." 이런 거죠‘ 저| 말이 좀과격했나요? 어쨌든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흰 사실은 예술가가되고자하는 내가앞으로 고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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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김상자et는 거예요시인에게는 독자이고화가에게는 관람객인 거죠 

이들이 내 작픔을 외연하연 나는굴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형먼없더et는 거죠 후건인은수준 높고 인목이 있는데 대중은 조금인 재미없으연 

투덜대고아무생각도없더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 예술가들은 증격을 알습니다‘ 

사실 오늘닐이|도예슐가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형은이들에게 이 문제는 

효}두입니다. 서율대 미대 조소과획생들과 학기밀에 맥주 마시연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선배가 개인전 해서 빔새 전시장 작픔배지하는 

일을 도왔어요.’ 선배를 좋아하연 괜잖지만아니연 그냥 막노동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져| 작가가되는 것은나의 예술적인 상싱력, 깅이 있는 고민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아는 사림과 따뜻한 교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et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누군지도모를 대상을 양해 얘기해야 잉니다‘ 그래서 이런 줄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싫의 죄소흰의 터전을 안드는 데 

더더묵 신경 쓸 수엮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점점 더 많이 생격요. 

일본말 써서 죠|송하지믿, 옛닐에 독고다이, 흑 나 흩자 신다는 사람들이 존재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한사람인 나를 믿어주연 됐기 때문이었어요 똑똑한 부자한 

사람안 닐 믿어주연 돼요 그러연 명생 동안 가난해도 내 소신대로예술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러기 어려워집니다. 자꾸옆 시림 눈치 보고 문인영~I. 

예술가협회에 얼엉거려야하고,요즘트렌드도 살피야 하고요‘ 지즐하긴 하지믿 

미일 수없는일이죠 이런 것들은앞으로도 계속되고 길수록 증폭힐 것입니다. 

여러룬이 예슐기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따려야하는 일인 거죠‘ 

이렇듯 긍정적인 의미에서든부정적인 의미에서든 받아들이는 사람, 

즉 강싱자수용자에게 어떤 잉식으로 다가질 것인가는예술가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문제를보들레르가 아주극적으로 영흔의 밑바닥으로부터 

신음저럼 토해냈다고생각잉니다. 

져|가 굉장히 인싱 깅게 들었던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이굉조라는 

대중음익 가수가 있습니다‘ 이굉조씨는 인터류하연서 .나틀 중아하는소수의 

땐이 있고 그래서 음빈을 내연 어느 정도 나가니까그것에 안족하연서 실란다‘. 

이런 얘기틀 했습니다. 여러룬도 그러신가요?아니연 ‘내가 이형게 깅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쩌|융는 번획이는영감으로 예술작픔을 였으니까 모두 내 앞에 

무릎 풀어야지.’이형게 생각하시는문 있을까요?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이제는 

나흩로예술을 하고 안촉하기엔 너무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어일 

때는 매우 지출하고 비상식적인 잉압으로까지 나틀 몰아야하는 휠정에 놓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연히 Of주 오랫동안사람들은 

예술가-작픔-수용자 이러한 일앙양적인 관계에 익숙였습니다‘ 대표적인 예틀 

한 번 들어몹시다. 이건 누구의 그림이죠? 

랴파옐로(Sanzi。 Raffaell。)의 ‘아테네 억당〉이εi는 그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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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엘로는 르네상스 3대 전재고이 그림은 그의 전재성이 가장 힐 드러난 

그립으로슨읍입니다‘ 왜 그렇죠?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틀리튼(Plat•。n)과 

아리스토텔레스(Ari st。teles)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이상은 고전 그리스 

문예의 부흥이3ε 고전 그리스 문예의 쩍심은 예술과 영억입니다. 그중 얼획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림01 틀리튼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정짐으로 

수많은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얼학자, 정지7f, Oii슬기 등수많은 사람이 묘사되어 

있는데, 누군지 다 몰리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잦았어요여기서 

중요한 건 14번, 15번이겠죠 누구나 다 금앙 예싱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미힐린옐로(Michelangel。 di L。d。vie。 Bu。narr•。ti

Sim。ni)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의 의미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문, 

가형 여러문이 르네싱스 화가리고 합시다.여러룬이 주구하는 건 고전 그리스의 

잔란였던 문회와 사상을 다시 재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연 그컬 가장 

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고전 그리스 문회에서 가장 .|대했던 사림들의 어떤 

것을 가져와서 오늘닐 다시 실연하려고 하는데, 오늘닐에도그것을 제대로 

실연하는 사림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이 이미지는이렇듯 

이중적인 메시지틀 딩고 있어요. 한면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른 흰펀으로는 

미힐란젤로틀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었을끼요? 열심히 시림들이 잦아보니까 

헤랴클려101토스(Heraclitus 。fEphesus)같다고 혔어요. 우올해 보여서요 

헤리클레이토스틀 우울한 껄액자리고 그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어띤 

이미지가누구틀 가리키는가틀 많이 잦지는 못혔습니다.우리가 부족해서 

그형겠죠 우|대한화가는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담있는데 부혹한 우리는 

이형게밖에 못 잦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예술가-직픔-

김상자의 사이는 이렇듯 일잉통앵 관계리고 인식했어요.여|슐가가 흩릉한 

예술을 직픔에 담으연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의미틀 받아 가연 팀니다. 괴테의 

r파우스트(Faust),틀 예로 들어를까요? 이해 못 하연 누구 잭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부족하고 못난 거죠 그런데오늘날에는 달러졌어요 보들레르가 

r독자에게」이|서 얘기한 바와는조금다른느낌이지안, 많은 작가는 김싱자틀 

동류로여기고 익명의 그를 자산의 작픔세계로조대하고 싱어 힐니다. 이제는 

고전적인 예술 장르도 대중에 대해 이야기 맡수밖에 없는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대중이 누구인가틀 파악하고 작픔을 만듬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여워를까요? 

‘내가 예술가가되는 데 대중과의 소동은 중요한 목표01다{’ 왜 많으시네요. 

다른 질문. ‘나는 나의 순수성을 지키연서 대중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일 거야l’ 

보셨겠지믿 대중과의 소동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직 엣갈리시는룬도 

있으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연 대중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링까 하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나 이미 대중속으로 말을 디뎌놓은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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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허| 얘기틀 해보고 싶어요‘ 직픔을 생산맡 때 

김싱자(수용자)틀 얼마나 배려해야하는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2。셰기 이후 

예슐계에서 일어난 연화의 과정을 이야기허|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음의생산과강상자 

반 고흐(Vincent van G。gh)으| ‘구두〉 연작 증으| 하나입니다. 이 

직픔이 널리 일려진 이유는 2。셰기의 가장 유영한 예술 논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에 잠여한사림 들은 20세기의 가징 위대한 서앙 껄액자들의 

빈열에 속합니다. 한 사람은독일인, 다른 흰 사람은 프랑스인입니다‘ 그러고 또 

한사람은 미국인인데 2。셰기 가징 유명한 미술 비명가 중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직접 만나 토른하지는앉았어요 내가 얘기틀 해서 누군가 빈른을 제기하연 나는 

재빈른을 해야 하잖아요? 그혈 기회도 없었어요‘ 왜냐하연 굉징히 오랜 기ζ써| 

걸져 드문드문 논쟁이 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의 당사자 세 사람의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세 가지 다른입장을 제시힘니다‘ 그러고그들은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 오늘날끼지도 굉장히 중요한화두틀 제시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그는r존재와시간j이랴는쩍으로 일약 세계적인 

껄액자가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독일과 프랑스 영혁에 엄정닝 영힐력을 

발휘했지믿 나지 전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논린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교수로 재직었던 대억01 있던 곳은 프E쩌|부르크(Frei bur밍et는 독일 님부 

도시인데 거기서 조금 더 기연 엄청나게 큰 산럼지대가 있어요 그곳을 

슈바르즈말트(Schwaizwald), 즉 검은 숲이랴고부르는데요. 거기에 영장을 

마련해서 글 쓰고 신쩍하며 대학원생들과세미나도 하고 그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사림이 r예술직픔의 근원J이랴는글에서 앙금온 고흐의 ‘구두〉 그럼에 대해서 

언급하연서 그구두는 농부아악네의 구두리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 미국의 유영한 미술 비명가이자 셰진, 

고흐의 회집을 직접 며내고 거기에 실린 작픔들에 관해 비명을 쓰기도 연 

마이어 샤피로(Meyer Shapir.。)는 t스타일, 예술71, 사회J리는 명른집을 

냈는데 거기서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반벅영니다‘ 'Oii술직픔의 근원J을 ~고 

이싱해서 하이데거에게 펀지틀 었대요 i하이데거 선생님. 논문 힐 읽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구두그립을 보었죠?”리고줄어왔다고 영니다. 하이데거는 

언제 어느 전시에서 왔다고 답장했겠죠‘ 그는 미술사가니까 전시 도록을 다 

뒤집니다‘ 하이데거의 묘사한 바로 그 그림을 잦기 위해서요. 그는 한 그림을 

잦아내서는 하이데거가온 그럼일 것이러 상정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이 그립을 

그힐 딩시 고흐는 파리에 쉴았으므로 이 구두는 농부 아닉네의 것이 아니랴고 

주징합니다.그러고 고흐의 전기틀 ~어보니, 고흐는 신벌에 애직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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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벼룩시징에서 언 구두틀 샤오기도 했다는 일화틀 듣기도혔기에 이 그림 

; 구두는 고흐의 구두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징했습니다. 그혈듯하죠? 

영화배우저럼 멋있게 생긴 이 사람은 자크 데리다(」acques 

Derrida)입니다 데리다는 샤피로의 글이 발표된 지 십 년이 지난 후에 줄간된 

t회화예술에서의 진리,et는 책에서 이 ‘구두〉 욕구두가 누구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혔습니다. 

하이데거는 고흐가 넘은 구두틀 그려냄으로뻐 가난한 민조들의 싫을 

녹여낸 것이리고 생각했습니다. 샤미로는 잉금 밀을드혔고요‘ 데리다는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랴 의미는 달리진다고했습니다. 그러연서 샤피로의 의건을 

반박앙니다. 어떻게 빈빅알까요? 가형 서울 거주민이랴도 가끔 한강도 가고 

준전도 긴다는 겁니다.그 딩시 고흐가 파리에안 있었을까요? 다른 지역에 아예 

가지 않았다고 암정 지을 수 없겠죠 마리에 ~t고해서 그것이 농부의 구두가 

아니랴는증거는 었습니다. 그러연 농부의 구두et는 증거는 있나요?없습니다. 

고흐가 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무엇이 사실인지는모릅니다. 그럼 어떡를까요?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상상허연 되는 겁니다‘ 

점점 데리다 얘기가 그혈듯한 것저럼 들리지만 다시 생각해몹시다. 

하이데거의 주장은 그 작픔이 컬작이려연 그인이| t.toll 대흰 깅은 고민, 사람에 

대한 이해, 사링이 담겨있기에 관림객으로 하여금 지나가다가그 직픔 앞에 멈줘 

서 바리보게 믿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픔에 적용연다연 농부 

이닥네의 가닝흰싫의 지난흰 모습을 저 냥은구두에 질 딩아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연 샤피로주장은 뀔까요? ‘그형게 마음대로생각하지 마.화가는 자신이 

구연하고자하는 의도와 가지가 있을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삶 측에서 우리가 

발견알 수 있을 것이야. 엉웅흰 데서 잦지 마’이런 거죠 

셋 다 나를대로 그혈듯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구두를보고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이 셰 건해 증 하나를 선돼해야 알 것입니다. 하이데거 밀01 물러시는 룬? 

한 룬도안 계시네요. 샤피로? 두 문. 더|리다? 압도적으로 많으시네요‘ 역시 

여러룬은 21세기틀 살고 계십니다. 이 울음의 대딩이 여러문의 예슐핀을 

빈영앙니다. 샤미로는 직가른, 하이데거는 직픔른, 데리다는수용른을 대연앙니다. 

직가인 여러운중 싱딩히 많은 문이 수용자가중요하다고생각하시는 겁니다‘ 

져|가 예술에 대해 저음 공부하고 고민했던 1970년대, 198。년대까지믿 하더랴도 

우리나et에서는 작가가 중요했습니다.그전에는 더 그랬겠죠‘ 9。년대 들어오연서 

변했고그것도엄정나게 앨리 연혔습니다. 지금은 수용자가 중요해졌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많은데요 그증 하나가 대중매체의 발딜입니다 

15세기에 금속활자 인혜술이 서앙에서 발명됐죠. 금속양자 인쇄솥은 우리가 

세계 죄조로 발명했음에도세계문화틀 주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죠?서앙은 

그걸 통해 생겨나게 펀 문화지형을 구텐베르크 은하계리고 멋있게 이를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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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세계문화를주를집고 있음을 지링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이백여 년 앞서 금욕횡자를일리 인들었잖아요?근데 왜 그형게 못혔을까요? 

룬명히 우리가 보수적이고 셰싱이 연하지 않킬 바리서 그런 것도있어요. 

근데 가징 중요한 건 한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잭을 만들려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십인 자 정도있어야 찍을 수가 있죠 많이 쓰는 양자는 수백 개 

민들어놓아야 해요 그러고 그것들 중에서 글자를골랴서 양핀에 심어야 영니다‘ 

식자리고 하죠.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때 세종대용께서 믿드신 한글을 제대로 

사용했다연 우리가 훨씬 삐르게 문화 g띨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기는 하지만 아쉬울에 하는 얘기리고 생각해 주셨으연 

중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양에서 금속활자가 발영되고 사람들은 셰싱에 대해 

급속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울른 그럼에도 물구하고 그런 사림들은 전져| 

인구으| 10% 미안이었겠죠. 91고 쓰는 시람이 10% 이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19세기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극소수의 엘리트틀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끼믹눈이었어요‘ 극소수의 사림안이 제대로 펀 문자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금속양자로 인해 얽고쓰게 된 모든 사림은 이제 셰싱 돋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게 

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 발달과도 밀접한관련이 있습니다‘ 집지, 신문의 

발달이 민주주의틀 잎딩긴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연찍는 예술에 접근알 수 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중문화를 씩틱운중요한 전제 조건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었고요 19세기 

중업에 사진슐이 발명되자 대중문효}는 폭발적으로 새로운 빌전을 이휘요‘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도문확틀 양유일 수 있게 딩니다‘ 2。세기 조에는 영화가 

민들어져 더특엄정닝 연확틀 조래양니다‘ 영화가자본주의 싱픔이연서 동시에 

예술로 인정맡게 되자 이져| 예술의 중심은 소수 엘리트가 아닌 대다수대중으로 

바뀔니다 그걸 제대로예감했던 사람이 보들레르였던 거죠 어했든 예술가는 

장녀 짓을 하더러도 자신의 작픔을 알아먹어야 하는 위지가된 거죠 그는 

예술가틀 장녀에 비유영니다‘ 극암적이지만 그런 비유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져 작가른의 입장이 점점 약화하연서 예술이른의 중심추가수용자른으로 

기울게되는것이죠. 

물른 다른요인들도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보자연 20세기 들어서연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 그렇게 정픽히 알 수 있을까?’이런 문제가 제기딩니다. 

껄액에서는 니져|와하이데거가 이런 문제틀 언급하기도 었지인 가징 컬정적인 

것은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빌건한 인간 내연의 무의식이었죠 그러자 

‘내 ;에 나도모르는 내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든 작픔이 온전히 내 

것이리고 알 수 있지?’ 작가 내연에서도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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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링 바르트(Roland Baπh띄는멕스트의 즐거울J이랴는쩍에서 

저자는 혹었다고 외집니다‘ 미옐 푸코(Mich허 F。ucault)도 비슷언 시기에 

r저자란 무엇인가」리는글에서 저자가 누구냐고빈문합니다. 그런데 틀링 

바르트가 저자가 흑었다고밀한 중요한 요인 증 하나는 바로 인간 내연의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 있다는 것. 우리가 내연을 아무리 파헤치려고 해도그 

깅이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정신분석학의 걸른에 예술가들은 얼굉합니다.수많은 

예술가가 2。세기 조반 프로이트(Sigmund Freud)Oll 반영니다‘ 이들은 모두 

프로이트의 개념에 따리 그립을 그러고영확틀 안들고 연극을 힐니다. 이들도 

어떤 형식으로 자신의 작픔을 구성알지 고민했겠죠?그들이 선택한 앙엽은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아는 흐를이 아닌 것. 나도 생각지 못한 무의식을 작픔에 

딩으려고 의식의 흐름을 끊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떼는 마약입니다. 용 가죠 

더 이싱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니연 솥을 엄청 마십니다‘ 근데 솥은 

인도대미죠(Canoao;s 
너무 마시연 스스로 동제가 전혀 인 되니까 대개는 혜시시(hashish)O 

같은약한 마약을 하고릉 픈 상태에서 직업하는 겁니다. 이렇듯 내 sawa va• •ndica) 
잉그투g윷이삭의 의식의 르름을 인위적으로 끊어내고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는 것을 

자동기술엽이리고 합니다‘ 그림이나 글에 자동기술업을 적용하연 어떻게 

딛까요? 쥐흰 상태로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 종이에 쓰인 글씨를 보겠죠 

상";>"!밍이셔등리언 

효악씩*지(빼엉:)!! 
기후g 인든이약 

’우상액악j 내가그것을 왜 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모릅니다. 작가는 작가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죽어버었어요. 그럼 이런 직픔을 어떻게 이야기알 것인가? 결국 

수용자(독자)가 나를대로 김상힘으로써 그 직픔을 완성한다고 생각하게 딩니다 

이런 경우 이미 작픔생산Et계에서 작가가 스스로 쭉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연 푸코는 뭐랴고 혔을까요? 푸코는 .도대체 저자-작기란 말이 

무영일까?그것은 사실 우리가 운류학에서 쓰는 일종의 헤이들이지, 그 인에 

엄청나게 고유연뜻이 있어 누구나 언제나힐싱똑같이 ξH인알 수 있는 게 

아니다‘’리고 했습니다 특히 고대로 길수록그형죠 호메로스(H。mer.。s)가 

누구죠? 전설에 의하연, 호메로스는엉인이고 어린 소년을 데리고 다니연서 

킬거리에서 영웅들의 서사시틀 융은 사람이죠‘ 근데 이 서사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된 겁니다‘ 수많은 서사 시인의 입에서 입으로 픔겨졌을 겁니다‘ 과연 

흐메로스리는 사람이 저음 길거리에서 융은 대로 전해졌을까요? ""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우리가 호메로스리고 부르는 이를은이러이러한 직픔을 정리하고 

얘기하기 위한 일종의 레이들이지, 정말 호메로스랴는, 신원을 확인맡수 있는 

개얼적인 저자가 중요한 건 아니란 거죠 

틀리튼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작이 많있어요 다른 사림이 쓰고서 

그게 틀리튼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인 것저럼 우|징흰 직픔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랴고 생각였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사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니중에는 위직으로핀명되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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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직목콕에서 빠진 게 많아요.앞으로도 그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직목록에서 빠진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리는 이를의 의미가 딜러지나요? 

‘저자’리는 용어는 작픔 측에 담겨진 어띤 사람의 개별적인 특징을 

끄집어내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의상 룬류of기 위해서 믿든 

이콩에 울과한 것입니다. 룰른 실제로 작픔을 만든 사람이 있기는혔겠죠. 

하지만 잉서 살펴온 것저럼 그가 누구인지 팍인알 잉압이 없을뿐더러 민일 그혈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작가틀 대하는태도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은 

옛닐저럼 우|대한 작가의 예술흘이 딩긴 직픔을 작가가 무슨 마음으로 민들었는지 

이해하는 자원이 아닌 거죠. 이것이 이미 1960년대, 1970년대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끼 얘기혔던 구두 그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1년찌| 서울역 

노숙인들 대상으로 노숙인 인문학을 하고 있는데, 고르의 ‘구두〉 그림의 김상을 

물어보연 느낌이 다 딜러요. 군대 얘기, 인생 얘기 등을 합니다. 이 해석들은 다 

틀힐까요? 다 맞을까요?중요한 것은 작픔의 마지믹 의미가완성되는순긴은 

수용자가그 그럼에 관해 얘기하는 슨l!OI랴는 겁니다‘ 

더 이상은예슐직픔의 의미가 작가Oii 의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옛닐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예슐직픔은 완성됐고 나는 그걸 힐 

받아들여야에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리파영로의 ‘아테네액당〉을 외도 

이만큼엮어| 이해 못 하는 거지 원래는엄청난 의미가 작픔안에 숨어있을 거Ot’ 

이형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연 그안이고그것이 이 직픔의 의미야.세월이 지나 공부해서 다시 

보니까 더 많은 게 느1껴졌어. 나 많이 발전였네‘ 를를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큰 연화는예술가들이 직픔을 왼성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문은 r징미의 이를j이ef는 소설의 저자인 울베르토 에코(Umberto 

Ee이입니다. r열린 예슐 작픔j이랴는쩍을 었는데요. 이져|는 작가가 다g한 

잉식으로얼린 작픔을 세상에 내놓기 시직했다는 주장을 염니다. 

그증 하나의 잉식은 직픔은 왼성이 돼서 우리 앙에 놓여있지만 이 

직픔이 요구하는 것은 작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밀고 ‘딜리 생각하랴’는 

것입니다 브레히트(Beπ。It Brecht)는독일의 극작가이자 연줄가인데요‘ 

20세기의 가장위대한 극작가 중 한사림으로슨압히는 사람입니다‘ 줄셰직01 

‘서푼마리 오메랴(Die Dreigroschen。per),리는 직픔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잉의 모든 연극은 관객이 직픔속 주인공에게 를입해야 연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브레히트연극은 의도적으로를입을 앙혜합니다‘ 

이런 형식을 ‘서사극’이리고 합니다 작픔의 내용과 관객이 믿아들이는 것이 

별개입니다. 작가는 관객이 끊임없이 작픔에 반린을 꾀하고 반기를들고 직픔을 

비핀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의도합니다. 작픔 자져|는 완성되어 있지만 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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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죠 

또 하나의 앙식은 운영 완성된 직픔인데 그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믿드는 경우입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인데요 제임스 

조이스(」am es 」。yce)et는 아일랜드 작가입니다‘ 이 문이 ' Finnegans 

Wake,틀 집밀하연서 앙으로 수백 년 동안 수많은영문학자가 이 작음으로 

먹고살 거리고얘기혔다고해요. 실제로 그형게 됐고요‘ 

'The fall (bababadalgharaghtakamminarr.。nn~。nnbr.。nnt•。n

nerr•。nntu。nnthunntrovarrh。unawnskawnt•。。h。。h。。rdene

nthurnukl) of a 。nee wallstrait 。ldparr is retaled .. ·.’ 

이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은제정신이 이닙니다‘ 왜냐하연 이해일 수 

없게 었기 때문이죠‘ ‘fall’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추릭, 가을, 폭포------

어느 것일까요?알 게 뭐예요. 또 이 긴 딘어는 폭포 소리저럼 틀리죠? 저는 힐 

모르지인, 이 딘어 인에는 수많은여러 언어에서 유래연 딘어들이 목앙적으로 

얽혀 있어서 다양한 의미를생성흰다고 영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영문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어요wallstrait, 。ldparr. 이런 담어들은 

영어사전에 인 나읍니다. 그러니까해석이 안 돼요. 작가는 왜 이렇게 었을까요? 

각자 일아서 느끼랴는 겁니다. 아이리시 잉글러시 억잉을 이해하는 사람은 월샌 

더 리드미컬하게 들린다고 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조고예요. 여기 보연 ‘the St•。w。f the 

fa”’이리는 문징이 있었는데요 완성된 원고에서는 앞에 있는 ‘the st。,Y

。f’틀 'l.I!어요‘ 그래서 ‘the fall’안 넘게 되고요. ‘is retaled’ 밀01 이상하죠‘ 

‘retail'OI랴는 담어는 보통 ‘도매로 멀다’ 이런 웃을 갖는데요“이야기하다’et는 

뭇도 있어요‘ 이런 담어틀 사용해서 독자틀 일부러 헛갈리게 하려고 였죠 그런데 

이걸로도부족혔나 몹니다‘ 이 담어틀 retale로바￥| 더 엣갈리게 인들었어요 왜 

이형게 었을까요? 제임스 조이스는 명생 쩍도 몇 권 인 었어요 게다가 이 잭을 쓴 

지 얼마지나지 않아 죽었어요 그럼에도룰구하고 그는 20세기 영문학사상 가징 

위대한 직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이 직픔 덕문인 거죠‘ 어쨌든그의 

의도는 직픔의 의미를 각자느낄 수 있을 믿큼 느끼랴는 것이었을 겁니다. 

20세기에 효|찍예술은급격히 바뀔니다. 이형게 급격하게 바뀌는 데 

중요한 역알을 한 몇몇 커다란 르름이 있는데요. 하나가 다디(Dada)저럼 왼전한 

무의미를추구하는 잉식이러연 다른 하나는 셰진, 피카소를 거져 가는 공간의 

재구성이죠~ 하나는주상입니다‘ 킨딘스키기 그 대표적인 화가입니다.조이스는 

이형게 밀했다고 앙니다. ‘나는 소설을 주싱화저럼 쏠 거야‘’추상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이 그립에는 니타나지 않는 거죠. 여기 이 소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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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를랴요‘ 그러연 주싱화틀 김상하는 앙엽은 

뭘까요?그냥 느끼는 대로 김상하는 거죠 직픔은 완성돼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발견해낼 수없어요. 그저 우리가 느낀 대로 믿아 가연 딩니다. 조이스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믿 대부문은 어때요?인 얽겠죠 던찌버리겠죠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읽기를 도전하다가포기하고요‘ 자유로운 상싱에 

목미르고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킬게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대중과는 좀괴리감이 있는 사림01겠죠‘ 

이 사람은 제코 작가 밀란 룬데랴(Milan Kundera)입니다. t잠을 수 

없는 존재의 기벼울j이εi는 소설로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r룰얼.., r잠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울J등의 수많은 작픔은 한 번 읽으연 무슨 

내용인지 힐 롤러요. 왜냐하연 소설의 서사구조가완전히 뒤죽박쭉입니다/잠을 

수없는존재의 가벼울」은 시간순서대로 사건이 나얼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얽다보연 이상해요 앞서 읽은 것보다 과거 얘기가 자주 등징하고요. 룰른다 

얽고 나연 나름대로재구성일 수있기는 하죠. 그러나 적어도 안 번의 독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r룰멸J은 더 합니다. 작가가 사건을 묘사하기안하는 것이 

아니랴. 직접 잭 속에서 등εH인물과 대찍하기도해요. 직가의 고정된 시점이린 

게 완전히 파괴딩니다‘ 도무지 어띤 이야기인지 정팍하지가 않습니다‘ 이져| 

어떡알끼요? 독자의 입징에서 여러 형태로 작픔을 재구성해 보연서 나를대로 

해석하연딩니다. 

이제 어띤 예술가들은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직픔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카틀하인즈 슈토크하우젠(Karlheinz St•。ckhausen)OI리는 연대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룬은 작곡을 이런 식으로 힐니다‘ 징세기 1징의 내용입니다. 빚이 

있으리고 해서 빚이 있었고 하연서 내려읍니다‘ 이런 것을 ‘보이는음악’이리고 

해요. 맨 위가 독일어로 하나님이고요. 빚, 영흔, 정념, 하늘‘ 이런 식으로 쭉 

내려읍니다. 이 직픔은그냥 가엽게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보여드러고 싱은 

직픔은 다음 직픔입니다. 

이 작픔은어떻게 된 거죠? 흰 소절, 한 소얼 직곡은 혔습니다.연주는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식으로조합하든 상관없습니다. 연주자 마음에 

띠랴서. 그러연 그 때셔야 비로소 직픔이 왼성되갱죠 직가는 직픔을 왼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시를 위해서 어떤 사림이 만든 거고요 실제 그가 작곡연 

직음은이렁습니다. 

76 이@가쩍 정에성의 이중----미 



’ 

이 중에 어떤 것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몰날지는 조힐은 연주자의 

마음이고요 만익 정중으로서 내가 이 악보틀 왔다연 어일까요.그때도 내 

나름대로재구성해서 작픔으로 믿들겠죠‘ 

미국 줄신의 유영한 직곡가 모튼 옐드민(M。rt•。n Feldman)은 익보를 

없애고이렇게 일종의 연주 지시셔틀 민들었어요. 사중주곡인데요 •4조마다한 

번씩 이 한 킨을 연주해et, 그런데 그때을루트안 연주하되 두 번 연주허let." 이런 

식으로 간담한지시민 있어요. 그 외에는연주자 마음대로 연주하는 거죠 이 곡도 

연주자가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보 같지 않은익보를 보는 정중도 

머릿측에서 자기 나를의 음악을 인들 겁니다. 이형듯 울베르토 에쿄는 r열린 예술 

직픔J에서 수용지어|게 작픔의 완성을 믿기는 여러 작픔의 예틀 져|시했습니다. 

여|슐가적 정쩌|성과 강상자의 관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강연의 중요한 주제는 나의 예술가적 정체성과 

김상자의 관계입니다‘ 보들레르가 얘기했듯그 관계는 싱당히 이중적입니다‘ 나를 

먹고살게 하지믿 기룬 나변게 하며 때른 싱으연서도어윌 수 없이 만나야 of71도 

잉니다‘ 수용자와 작가의 관계가형성 달콤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저| 20세기에 들어오i서 왜 수용자가 중요해졌는가? 이 내용을 

여러 잉연에서 보여드러겠습니다‘ 점점 직가의 위지가 지원지고 수용자가 

중요해집니다‘ 드디어 수용자에 관한연구틀 중심으로 하는 획문이 나오는더|, 그 

바로 직전에 신비명이리는 사조가등장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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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틀 들어몹시다“루돋프 사슴코’랴는노래인데 국어 시E벼| 분석하연 

이형게 밑중 콧고 동그러미 집니다‘ 우리는 국어 시간에 작픔의 의미에 정답이 

있다고 배웠나요?요새 수능도 저런가요?그형다연 아직 대한민국의 국어교육은 

이 굴례에서 벗어나지 못했군요 이런 분석을 새로운 비명, 즉 신비명이리고 

잉니다‘ 그전에는 작픔속 직가의 의도를중시하는 비명이 많았죠. 그런데 

신비명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직가, 수용자가 아니랴오로지 작픔입니다‘ 

직픔의 내재적 분석믿이 비명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흐를은 오늘날 울른 

일반적인 예슐비핑에서 많이 사랴지기는했지믿 앙금 전에 쪽인였다시피 액교 

교육에서는 여전히 위세틀 떨지고있습니다. 가르지기 업고 정형확of71 엄기 

때문입니다. '님의 짐묵J에서 님은 누구예요? 정답. 잉어버린 조국이죠 하지믿 

요즘 예술계에서 이런 식으로 비명하연 바로 사장딩니다. 많은 비명가가 예술을 

제대로 파악하려연 수용자에 주목해야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왜 그런 경양이 

생겨났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영니다‘ 

물른 몇 백 년 전부터 그 조짐이 보이긴 었어요. 데이비드 흥(David 

Hume)이리는 유명한 영학자인데요 이 사림이 r휘미의 기준에 대하여J 랴는 

글을 었어요 취미가 뭐죠? 취미는 보통 여기에 즐기는휠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휘미는 그런 뭇은 아니고요. ‘아름다율을 핀영하는 능력’이리는뜻입니다. 
휘미리는 말로 번역하는 영어 담어가 두 개인데요 ‘H。bby’와 ‘τaste’입니다. 

Taste는 원래 미킥또는 맛온다는 의미죠‘ 또 다른 의미는 아를다울, 예술작픔을 

힐 강상하고 핀영하는 능역이랴는뭇입니다. 원래 맛을 강영힌다는 건 굉징히 

어려원요 소를리에(S。mmelie')리고 하연 흩릉안 사람이랴고 하죠 사실 

맛을 힐보는 것뿐이지 인격적으로 흩릉연 것은 아직 모르잖아요?그럼에도 

흩를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믿큼 맛을 정획히 김영하는 게 어엽다는 거죠 그래서 

Of를다울을 강멸하는 것은 어겁다는 의미에서Taste는 예술직픔의 아름다움을 

핀딘하는 능력이랴는뭇으로P세기-18세기에 사용딩니다. 

예술작픔을 어떻게 할 명가해야 맡까랴는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내려간 글이 훌으| r휘미의 기준에 대하여J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건 아를다율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김정의 연찍ef는 겁니다. 

여러문도그렇게 생각하시나요?오늘날에도 이 문제는대답하기 어엽고 록집한 

겁니다‘ 여전히 일상 언어에서 우리는 아름다울을 대상의 객관적 성질저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징동건, 수지는 미남미녀입니다. 이때 미남 미녀ef는 

말은 대상의 객관적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예솥에서는 그형게 

생각하게 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상의 객관적 성질로서의 

Of를다울을 인정한다고 해도궁극적으로는 마음이 그형다고동의해야지 아를다워 

보인다는 겁니다. 장동건이 아무리 질생겨도 내가 배고파 쭉겠으연 보이겠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름다율을 느일 만흰 마음의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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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지만 느낄 수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때는 이른을 ‘미적 태도른’이리고 

잉니다‘ 
이런 ‘미적 태도른’의 줄알점이 바로 흩의 글입니다‘ 냉은 의미에서의 

즐거울, 김동끼지 포필히여 아름다울은 내연에서 일어나는 김정의 긍정적인 

연화리고그가저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극암적으로 얘기하연 예슐직픔을 

김상알 때 중요한 건 무엇이죠? 김상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직픔 

자져|는를릉하지 않더러도나는 띤따랴 똥픽이 너무 풍은 거예요 콕 클래식 

음악이나궁중음악을 좋아해야하나요? 아니죠‘ 내가 중아하연 그만입니다‘ 요써 

다 그형게 생각하지 않나요?그런 생각의 담조틀 흩이 제공혔다고를 수 있어요. 

그가r비극에 대히여,et는 글도 었는데요‘ 비극에 대하여 윌 얘기알까요? 

비극을 보는 관람객의 마음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씌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실에서 정엄하연 고통스러워알 일을 왜 열심히 보고, 울고, 찌다가 마지믹에는 

즐거원하냐는 거죠 그의 글에는 이형듯 ‘비극을 관람하는 시림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딩격있어요 반연 아리스토텔레스으| t시액j은 다르죠 비극은 무엇인지, 

비극은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흰 내용들이 주로 쓰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앙에서는 아름다울의 객관적 성질은 다앙성 속의 

통일이리고 했습니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t시액께|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서솥맡 때, 그 사건은 내부적으로 록집하지민 찌임씨는 틴틴해야 

잉니다‘ 너무 빚잇해서도, 중구닌앙이어서도인 딩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스토리로여겨지연서도 사건의 굴곡이 많아서 공포와연민과 같은여러 감정을 

룰러일으켜야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입니다 그에게는 

극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중요했던 겁니다‘ 반연 흩에게는그것보다는 

관람객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형게 관객을 

중시하는 흐를이 활발하진 않았고요셰윌이 흩러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그런 

딩른이 를부하게 형성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수용자들이 엄정난영힐력을 앵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틀 들자연 컬트드러미(Cult Drama)으| 효시랴고 룰 수 있는‘네 멋대로 

혜리)입니다“너l 멋대로 해eb의 중요흰 특징이 뭘까요?기존의 드랴마의 익숙한 

문업을 쨌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눈물릇을 짜게 하다가해피엔딩으로 

몰나는그 흔연 스토리 전개틀 ‘네 멋대로 해eb에서는 몰 수없습니다.아들이 

뇌종앙에 걸랐다고 이삐가 언저 자살합니다. 아들 먼저 보낼 수 없다고요‘ 

앙동근과 이나영이 연인으로 나융니다. 그런데 님자가 혹을지도 모르는데 여자는 

클 해요. 이렇듯 지금껏 룰수 없었던 새로운용측도틀 그렸기 때문에 시정률은 

냥았지만 마니아흥이 두터웠습니다 ‘네멋떼인’이et는 신조어끼지 등징했을 

정도니까요. 이|전이| ‘네멋메인’ 증 언 사람이 서울대에서 제 수업을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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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멋메인’ 동호회 종무였던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틀 들려주더군요 

‘네 멋대로허|랴, 앙영 당시 MBC에서 저음에는 시정자 게시핀도 안 

민들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정자들이 요구안 거죠 게시핀을 인들어딜러고요 

실제로 게시만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동해서 양동근씨 생일파티도얼 

수 있게 해달et는 등의 요구도 했다고 하더군요. 작픔의 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직픔이 안들어지는 과정에는 개입하게 펀 거죠 더 니아가 싱영이 몰난 

뒤에는 김톡만도 만들어달et는 제인도 혔다고 해요 수용자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죄조의 사려|리고 생각업니다‘ 인터넷이리는 

공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췄던 거죠 

드러마‘원더룰 러OI .!!.> 혹시 보신 문 있으셰요? 이 드러마 앙영 딩시 

저는 서울대에서 대중예술에 관한 교양과목을 믿았었습니다‘ 그러니끼lV드라마 

시정 자져|가 공부였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드a매밭 섭엽었습니다. 그때 웠던 

드러마 증 하나입니다. 이 드러마의 중요한 점은시청자가 극의 내용 자제틀 

바꿨다는 것입니다. 정다빈 잉 기억하시나요?동성연애 코드 때문에 화제였던 

김수연 작가의 ‘인생은아름다워〉직픔 기억나시죠? 그 직픔에서 우의진 씨 띨로 

나왔었죠 아무튼그보다 더 어릴 때 ‘원더룰 랴이프j에 줄연했습니다. 너무 

낌픽하고 귀여운 정다빈 양이 여기서 원래는 소아암으로 쭉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끼 시정자게시핀이 난리가 난 거여|요. 정다빈앙이 맏았던 산비틀 

살려달리고.그래서 살있어요. 직픔의 내용 자져|가 수용자Oii 의해서 변화된 

겁니다‘ 원래 직음 내용은 직가의 권리였죠그런데 이제는 작음 내용도 온전히 

작가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중예술은그렇게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영화는 완성되기도 전에 흘메이지를 만들어서 개열 컷을 띄우죠 그 컷을 클릭힌 

대중의 반응에 따리 영확틀 안들기도 하죠 띠러서 전통적인 의미의 작가른에 

기대어 대중예술을 설영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연 고전적인 예술 징르는 

어떤가요?아직은 많이 그렇진 않죠 룰른 미디어 아트에서 주로 시도되고있는 

인터액티브 아트(interactive a에같은 경우 관람객의 짐여에 의해 비로소 직픔이 

완성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믿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예술장르에서 그런 

울직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전통적인 예술 

징르-고전음악, 회확, 조각 등-이|도 많은 영g을 미힐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룬이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연서 드디어 학문적으로도 수용자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직합니다. 

이 사람은 2。셰기 가징 중요한 껄액자 중 한 사람인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입니다. 그의 강의록 중 하나가r수동적 종힐의 룬식에 

관흰 강의록」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 종힐01랴는 말이 무슨뭇일까요. 가렁 

우리가 이건 잭상이리고 인식한다고 집시다. 어떻게 하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인져보겠죠오감을 통해 지킥안 내용을 머릿옥에서 종업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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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책상OIOt’리고 인식하는 겁니다.우리는 저음 사물을 대연알 때수동적으로 

믿아들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하지만 그 후 머릿속에서 

재구성맡 때는 능동적으로 흰다고생각잉니다‘ 그러니끼여기서 종잉하는앵위는 

곧 능동적인 형우|입니다. 그런데 훌은 수동적 종업이리고 었습니다. 이게 무슨 

뭇일까요? 내가 잭상을 몹니다. 저음에 앙연안 보죠 이것이 어떤 건지 알려연 

어떻게 해요?밑에서도보고 즐아가연서 외야 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책상이et는 개념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외야 얻지 대략적으로 입니다. 그래서 

이미 띠르는 틀이 있고, 우리는 그얼 쫓아갑니다.스스로 종힐을 힌다해도 우리는 

익숙한 이미지나 소리틀 띠러갑니다. 이것이 수동적 종업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보거나 들을 때 아직 경엄하지 못한 무언가가 뒤에 양싱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징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상이연 아직 정엄하지 

못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다 들여다 룰 수있어요‘ 심지어 안이 

공급하연 자르거나화액적 성문을 분석하연 딩니다‘ 알고 싱은 것을 점점 더 

일아갈 수 있죠그런데 예술직픔도그런가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링은 

후설의 제자였던 로인 잉기르덴(R。man lngarden)이리는 을란드인입니다. 

잉가르덴은r문획이|술직음J이랴는 잭을 었습니다. 그는 이 잭에서 

문액 며스트 해석의 문제를제기업니다‘ 어떤 문액 며스트든분명하게 알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근데 그건 될까지 안 보여요. 직가가 직픔을 완성하연 더 

이상은우리가채율 수 없는 부문이 있기 때문이죠‘ 가형 용슨원으| r소나기」쩌|서 

소녀가 쭉은 뒤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 흔자 살았을끼? 연 여자와 걸흩했을까? 

모르죠‘ 그것은 더 이싱 완성펀 직픔 안에서는우리가채울 수 없어요. 직픔이고 

직가가 왼결했기 때문이죠. 이렇듯어떤 텍스트든 의미가팍정되지 않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어린 시절 등 직가가 말해주지 않은 모든 것이 

빈자리예요 그건 누가채원요?독자인 내가 싱싱력을 동원해서 채워야하는 거죠 

대상의 인식과 문학직픔의 김상에서 가징큰 차이는, 대상 인식의 

경우는 내가 왼벽하게는 아니러도 계옥그 내용에 다가갈 수 있지만 예술작픔은 

완성됐더러도 모르는 것은필까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수용자의 몫입니다. 그 내용은 사림마다 다르겠죠어쨌든 수용자가 예술작픔의 

의미를 왼성힌다는 사실이 중요잉니다. 그리고 수용자마다 그 의미가 달et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욕 고정관념을 깨는 데 결정적 역맡을 힐니다. 

그전에는예술직픔의 의미가 작가이| 의해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얼심히 그것을 

힐 파악해야 하는데, 그렁게 하지 못하연 그건 우리 쩍임이랴고 생각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술작픔의 의미가 수용자에게 딩려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틀 멸치연 그건 밍상입니다. 싱싱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직픔 내용 자체틀 완전히 무시하연 그건 작픔에 대연 강상은 아니랴는 

거죠 작픔의 구성요소는 담어,문장, 사건,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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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이틀 전혀 무시하고 내 멋대로 싱상하는 것은 강상이 아니고 공상이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룰구하고예술직픔의 의미는수용자가완성합니다‘ 작픔에 

대흰 작가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야하는 지짐이 여기죠‘ 옛날에는 작가가 ‘작픔은 

내 것이고 이런 의미틀 부여했으니, 너는그냥 믿아들여.’ 이형게 생각했다연 지금은 

‘내 나를대로 인들었지안 직픔의 의미는 각자 느끼et.’ 이렇게 연회연 것입니다‘ 

~I효IOll서 이러한문제의식의 줄일점을 져|공한 것은 추성화입니다. 

그리고 조연실주의 예술에서도 작가가 의도한 것이 담겨져 있지 않거나, 딩격있다 

하더러도 다 똑같은해석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힐 

수법에 없다는 거죠. 예전 회회는 아름다운 산과 정지틀 힐 그었으연 필입니다‘ 

문제는 주상확죠추상호}는 김싱자가 개입힐 수엮어| 없어요 게다가 옛날저럼 

아를다운여인을 힐 그려놓아도 흩릉하다고 떠맡들지 않아요 이제 예술가는 

예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수용자가 스스로 판담하고 작픔의 의미틀 결정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수용자가 받아들이고그 의미틀 얘기하는 것에 따랴서, 내가 

예술가인지 아닌지 화지우지되는 싱항이 생져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세기 조중빈 이후, 시각예술에서도 수용미액의 장이 멸져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진 후 수용자틀 어떻게 대일 것인가에 관안 이야기가 

드디어 액계에서도 등징합니다.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Hans R。bert 」auss)랴는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저음으로 수용미액01εi는 용어를옵니다 t수용의 

미액을 g하여,et는 책을 었어요 수용미액이랴는말이 등장한 건 1960년대-

1970년대로울과 몇 년이 안 됐죠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떠졌어요 이 사람은 

독자의 해석 지핑에 조점을 맞줍니다. ‘독자가 어떤 심을 살아왔고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더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0엔 작픔의 의미가 왼성됐을 때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룰른 여전히 전통적인 작가른 입g뼈|서 직픔을 룬석맡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예술작픔에 대한완억흰해석이리고 룰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작픔을 제대로 해석하려연 어떻게 해요? ‘직가의 의도와 스토리가 있지,그러나 

그것으로필이 아니야/그러니까 ‘왜 이렇게 독자가 빈용하는가.’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야 작픔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띠랴서 수용미획에서 중요안 것은 독자의 반응을 연구하고 룬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김상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직픔을 만들었더러도 내가 믿든 직픔의 의미가 왼성되려연, 끊임없이 

수용자를 바리보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술가는옛날저럼 흩릉한 

사람이 아닌 걸까요?그형지는 않다하더러도 이제는 내가 직가로서 어띤 식으로 

살아가야하는지 다시 고민일 밀요가 있습니다‘ 수용자틀 고려하연서 말입니다. 

룰른 여러룬은 이미 그렁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쨌든오랜 예슐의 역사에서 보연 

이 시대 예술가는 저음으로 자신의 우|지틀 수용자와 관련시켜 진지하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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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 때가되었습니다‘ 그러고나를대로 컬른을 내려야 영니다‘ 

제가 198。년대까990년대 예술가 지망생을 왔을 때와2。。。년대-

201。년대 예술가 지망생을 왔을 때 중요한 자이 증 하나는 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화의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었습니다‘ 

그러연 수용자가 예술가에게 즐거울과 기름을 줄 것 같은가요? 우리 작픔을 

완성해주니까요. 하지만욕 그형기민 알까요? 아니랴연 보들레르가 밀했듯우리는 

대증을 이중적으로 보|야 맡까요? 

이도르노πhe。d。rWiesengrundAd。rn。.)et는 껄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진지연 시림입니다.“H。bby? 난 휘미란 말 싱어해. 나는 억생을 

가르지고잭 스스고 직곡하는 것 모두 똑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에게 여가는 

없어. 취미는 자본주의가 져|공한 O땐이Ot."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룬이 나지의 
벅혜를 미해 미국으로 망명가서 흐르크히이머(H。rkheimer, Max)와 공동으로 

t계몽의 연증업J이랴는 쩍을 었어요. 이 책을 쓴이유가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인류는 과액기술문명 빌딩에도울구하고 더 야만적이 되었는지에 대해 되어 

있어요‘ 1, 2자 세계대전은 야만의 끝을 보여준 사려|죠 문영이 발달알수록 교잉도 

높아힐 것이러생각했습니다 하지민오히려 더 야만적으로 사람을 쭉이더et는 

겁니다‘ 옛날에도울른 전쟁이 있었지안, 적어도 민간인에게 힐몰을 겨누지는 

않았습니다. 민ζ엔 획쉴이 저음 지행된 건 1937년 스떼인 내전 중이었습니다‘ 

바스크 지역의 소도시 게르니카에 대한 나지 공슴이었죠 대부룬 노약자, 어린이, 

여인이 사는 구역에 폭탄을 투하혔습니다. 게힐러 전솥이 발달하연서 적군과 

민간인을 구문하기 어려원졌지만 그형다고 공중에서 민간인 지역을 목표로 마구 

폭격을 일 이유는 없죠 그러고 2차세계대전은아무런 저양수담 없이 수용된 

수백만 영을 어떻게 하연 조직적으로 노동역을 작휘하고 Et기간에 축일 수 

있는지를보여췄죠 왜 이렇게 인류는 야믿적이게 됐는가? 그 이유를쏟 쩍인데요. 

그 이유 증 하나가 문화산업이리고 했습니다. 우리나eto11서 문화산업이리고 하연 

대표적으로 ‘SM', ‘VG’, ‘」yp’가 떠오릅니다‘ 이도르노는 이들이 자본주의의 

주구01자, 허섭스레기 같은, 예술이리고 부르기 낯뜨거운 소일거리를제공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호를 픽일화했을까요? 예틀 

들어 후크 송은 중독성 있게 사림들의 주의틀을연 그만이3ε 진정언 의미의 

아름다울, 삶의 의미틀제공하기보다는 어떻게 일리 재확틀순환알 것인71, 

죄대 이윤을 위해 문화예술을 어떻게 조종알 것인가,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가능힌 많은 사람이 픽일적인 성양을 깅게 되연 문확를 딘기ζ써| 

소비하고열리 효|전시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의 논리3ε 

예전에는 음원자트에 오르연 몇 주, 몇 딩동안자트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어때요? 거의 며일 딘위, 아니 하루 암위로 바꾸|죠 왜 그렇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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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징에서는 재화의 유흥과 소비를일리 순환시켜야 이윤이 극대화되니까요. 

일리 소비하고 음원 협고 전국 노래앙에 돋리고 바로 다음을 준비하죠‘ 

순흰주기가 알리져야 더 많은 이득을 보니까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잉으로더묵얼리지겠죠 

이렇듯 이미 1940년대에 아도르노는수용자의 기호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잉혀내고 그것을 신렬하게 비만영니다‘ 이미 느끼셨을 테지만 

그의 이러한 비만에는오늘닐에도 싱당히 들어맞는 즉연이 있어요. 이것이 

대중예슐영역에안 국흰된 연상일까요? 아니죠 회화, 조각과 같은 미술픔에서도 

니터납니다.공공연한 비밀저럼 ‘어떤 미슐관, 어띤 재담에서 누구를 인다더랴. 

일부러 띄우더랴.’랴는이야기가 심심지 않게 들리죠 비딘 대중문화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직가의 작픔이 인터넷에서 엄정 좋다고 하는데, 저|가 와도아닌 

것 같은 작픔이 너무 많아요.역설적이게도 수용자의 영양역이 가징커졌다고 

생각되는 지금, 오히려 수용자가 컬저하게 조종당하는 연상이 발생힐니다. 

수용자가 예술직픔의 의미를 완성힌다는 결른은미알 수는 없죠 그래서 

직픔을 하연서도 끊임없이 수용자를 바리보는데, 위와 같은 싱항을 정엄하게 되연 

직가는 배신당한 기룬이 드는 거여|요 ‘대중은 저급한 것안 중아에 나는 도대져| 뭐 

하는 거지?’ 이린 생각이 드는 거죠 

룰른 대중문화 예술에도 누구나 잉게 같이 즐길 수 있고, 예술과 심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맡을 한다는 징짐이 있습니다. 농담저럼 전해지는얘기지만 

어떤 영화배우가 재열기Oii 시집을 값더니 여러 사람이 자기틀 따돌리려 전부 

영어로 대확틀 나누더래요‘화가 나서 영어회화를공부해 영어로 얘기했더니 

다시 자기들끼리 룰어로 얘기했대요. 진입징역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통일한 권리로 태어나는 존엄한 인간이러연 힘께 심의 풍요로몸을 즐킬 

권리가 있는 거예요. 덜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즐기지 못알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예술이란 건 굉장히 중요잉니다. 예술은 더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그 장엌이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있습니다. 을록버스터 전시는 이안원이 넘는 

비씬 가격이랴 어떤 사람은못 몹니다‘ 더 내려야합니다. 뮤지컬은죄소한 

십오안 원 이상지눌해야 제대로 김상잉니다. 가끔 노숙인룬들 모시고 뮤지혈을 

옵니다‘ 3흥 맨 콕대기에서 외도 오만원입니다‘ 그런데도노숙인 인문학 

야외윌동예산의 절빈을 거기에 섣는데요‘ 저|가 우격서 계옥써요. 그들에게도 

예술을 김상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형기 때문에 저는 뮤지컬 

가격도 더 내려야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소수의 특권층의 것이 아니랴 모두의 것이어야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명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매져|가 영화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이런 것을 더 많이 가능하게 해주었3ε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다시 자신만의 특권으로 믿들죠‘ 민중은개돼지e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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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혜가연서요 ‘아01c:~오메랴 맨 앞자리 앉은 룬들 모두가 오메랴를제대로 

이해알까요? 제가 우연히 어떤오때랴틀 김상히러 갔는데 중간 휴식 시ζ써| 져|일 

비샌 좌석에 계시던 일아버지, 알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 표틀 얼마나 어엽게 

구했는데------.’ 하연서 나가시더랴고요‘ 그러니까오떼타를 깅이 김상하지는 

않으신 듯해요‘ 그런 문이 꽤 있어요. 다는아니지만요‘ 울른 오떼랴와뮤지컬을 

정말 중아해서 몇 달펙 돈을 모아 앉아 있는문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종의 키지적인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생각하죠. 

그형게 되지 않도록수용자의 저연이 냉어져야합니다. 또 수용자가 예술에 깅은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밀요한 흰정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술가도 

그형게 해야 영니다“이건 내 작픔이니 너네는 강상혜et, 난 우|대해.’ 이렇게 

끝나는게아니리요‘ 

제가지금까지 설명한예슐의 흐릎을 보연 이져| 작가는 수용자와 안날 

수엮에 없는 횡경에 저해 있습니다.그렇다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맡까요?보들레르저럼 독자와애증의 관계틀 맺어야 맡까요. 아니연 모든인간이 

예술을 즐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서로틀동반자로 여기는관계로 나아가야 

맡까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거의 다 었습니다‘ 예술가를몸꾸거나 작가로서 

가지를 실연하고 싱거나 김싱자들과 만나고 싱다는 등의 여러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깅연에 와주신 여러룬 각각의 생각이 모여서 우리 문화예술계가 

믿들어지고 발전알 거랴는생각을 합니다. 가끔제가 연예증 액생들흰테 심하게 

얘기알 때가 있습니다. 사기 지지 밀리고요9시 뉴스나 문효}관련 뉴스를보연 

사기 지시는 문이 보여요. ‘저 사림, 지금온인도 자기 작픔에 대해서 힐모르겠지.’ 

이런 느잉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예술이른이나 세계적인 얼획자틀 

아는 것도 를른 밀요양니다 하지믿무엇보다 내가 내 안에서 어띤 고인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주해나가며 나름의 모습으로 안들어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매우중요한 것은수용자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예술관을 가지느q, 무언가에 매흑되어 김동안 순간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하는 것이 예술가가 생각해야알 전부였다연 거기에 또 히나의 생각알 거리가 

크게 섭기된 것이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는 여러문에게 달려있습니다. 

져| 얘기는 이것으로마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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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짐여자1 개인적으로 비명가와 작가 사이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동훈 저는 비명을 하다가 주려|사비명을 자꾸 해야 해서 지금은 인하는데요 

저는 슬직히 아직은 작가가 비평가보다는 영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징 중아하는 소설가는 도스토입스키(Fy。d。r Mikhail。vich

D。St•。yevsky)인데요 그의 소설을 원고 엄청난 증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떠을리연 우|대한 작픔이 인E써|게 주는영양역은 대딘히 긍정적이랴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리문화예술계는돈멸이틀 위해 수용자를그냥 쫓아가려는 

경g이 많습니다.중심축을 잡기 위해서랴도 작가이|게 더 주목하고 집중알 일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민 저는 대중예술 수업을 하연서는 예술의 민주화에 대해 

의도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업니다‘ 대획이et는 제도로 인해 엘리트체제가 

생컸고, 게다가 우리나et에서는 지금 대액을 힐 가야 삶이 결정된다는 식으로 

사회가 돋아가는데요‘ 그런 연에서 서울대나 안예종 좋업생은좀 더 사회에서 

영g역이 있겠죠그래서 그들에게는예울의 민주회에 관해 더 많은얘기틀 

잉니다‘ 중은 인긴으로 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리자신의 특권을 응뻐하기 위해 

문희여|솥을 이용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명가알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대중예술이 급진적으로 민주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른그럴지랴도 

궁극적으로는 예술가의 깊은동할과고민을 통해서 나온 직픔이 대증을 울직일 

것이러생각합니다. 

짐여자2 산업확로대중에게 조짐이 올리연서 r검은 고앙이」나r악의 꽃j 같은 

작픔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주제가 공동적으로 거의 부도덕한 

내용이잖아요. 연대에 오연 더 많은 김상자가 있을 거고요. 결국그 

내용이 많은 시링에 영양을 미지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느 션에서 이런 주제가 다힘져야한다고 

생각하셰요? 

김동흘 두 가지 즉연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엄죄로 연컬돼서는 인 되겠죠 

9。년대 중번에 인터넷이 상용화되고나서 어떤 예술가가 다음과 같은 

굉고틀 인터넷에 을렸어요‘ .자살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여. 내게오시요 내가 

아를답게 쭉여주겠소.’리는 굉고였습니다. 쭉어가는과정을 짙영해서 아름답게 

남겨주겠다고요‘ 딩연히 바로제포됐습니다‘ 자살앙조와 살인엄죠|틀 계픽한 

거니까요. 그런 것은 ""연히 인 딩니다. 그것은 엄죄냐 아니냐의 경계고요 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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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죄리고 해도예술이리고얘기하는 사림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아니랴고 생각영니다‘ 아까 얘기였던 카를하인즈 슈토크하우젠은 

9.11테러틀 예술이리고 했어요 이건 아무나 맡 수없는, 영회에서도 꿀폴 수없는 

스펙터클흰 사건이리고요 난리가 닝죠 그의 띨조차 그틀 거부했습니다.누가 

외도 9.11이 어했는지 다알죠.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엄정난 증격이었고 어떠한 

예술도이런 정도의 스팩티클을 민들어내지 못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안 것이리고 

얘기였지믿 저는 그형더랴도그렇게 말해서는안 된다고 생각앙니다. 

그형다연 예슬직픔에서도 다 선랑한얘기인 해야알까요? 그건 전혀 

그형지 않아요 인악에 인간의 온성을 알고 싱다는 것이 예술의 중요한 목표 증 

하나랴연 악에 대해서도 슬직알 밀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연이| E집어낸 게 

보들레르나 애드가 영런 포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순수예술이죠. 그런데 우리니el에서는 슨수예술의 의미가 변질됐습니다. 

집권증에 빌룰으며 나는 정치와 싱관없이 아를다율을 꿈푼다고 포징한 게 

순수예술이었죠 제가 존경였던 미딩 서정주도 마찬가지고 인익태, 이굉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 진일했어요. 그러고나서 자기들은 슨수하다고 했죠. 더럽고 지졸한 

일이죠‘ 진짜 슨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찌 슨수는 인간의 내재된 김정, 본질을 

그대로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인간이 이형구나.’생각알 수 있죠 

해외에서 가장 예술성을 인정받은 연국 영화감독이 누구죠? 김기덕이3ε 

그의 직픔이 도덕적인가요?아름답나요?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얼굉하죠? 룰른 

한국에서는 그틀 그다지 중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진찌인간의 끔찍한 밑바닥을 적나랴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연대 예술은 아를답지 않고부도덕영니다 하지안중요한 것은 인간의 

온질을 보여주어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기적인 살인 장연이 연옥되기만 

하는 액션영효밭 예술성이 높다거나 흩를한 예솥이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하연 사람들은당연히 거기에 반응일 

것입니다 울른어떤 사람은회피해|도 영니다‘ 대중예술,문확~겁의 해악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컬 믹는다는 점이에요‘ 즐겁고따뜻하고 

중은 것인 보고, 심각하고 이상안 것은 신경 쓰지 밀리고 종용하죠 하지민 

신경써야영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물구하고 존재하는 진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왜 수많은 성엄죄가 있고 섬에 가연 여교사가공포에 

띨어야 하는지 얘기해야힐니다. 예술가가안하연 누가하겠어요. 실제 엄죄가 

되지 않는 안에서 심의 끔픽하고 잔인한 연연을 제대로 펀 구성과찌임새로 

믿들어서 인간의 밑바닥을 적나리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예술이랴연 그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모습이 끔찍하거나 잔인하더러도 예술적으로 흩릉하다고 

얘기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가앨런 포나 보들레르가 연대 문액의 효시가 된 

거에요‘ 룰른 모든 예술가가 잔인하고 증격적인 것을 해야 일 밀요는 없습니다“닌 

The D。uble 0;1emma 이theAn;st’s ldent<y 87 



정상적인 것과 아를다운 것인 보고 싱어 내가 왜 나쁘고 익흰 걸 와야 해?’랴는 

생각을 가진 예술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주익흰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예솥도 당연히 존재해야합니다. 

짐여자3저는 예술 연징에서 일하는데요. 아이들을 믿나고 하다 보연, 수용자가 

있고 예술가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수용자보다예술가가 

많아요 연g뼈|서 질 중은 예술을 하던 사림들이 액교로 가고, 연장에서는 

질 좋은예술이 사랴지는 익순환이 반목된 거죠 연장에 있는 사람은 

션생님의 가르짐을 맡지 못하니까 직업의 완성도가 낮아지고요. 학교는 

학교대로인 되는 애들 룰집고 있죠 지금은 힘들겠지안열심히 하러연서 

;으로는아니리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예술대학은 실업자잉성소가 

됐고요 예술가가 깅사도 하고 다른일도 하고요. 

문제는 예술 획교나 강사가 닫숨히 기능전수나 기술믿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술을 가르힐 때어띤 가지관이 있어야 를까요?뮤지컬은 

수용자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은 고정적인 땐이 많아요. 그래서 

표는 늘밀리지믿 힐적인 성장이 더디고요. 고정적인 땐이 있으니 

져|직사는 표 띠는 데 지증하죠 과연 수용지Oii 의해서 예솥이 질적으로 

악후되는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하셰요? 

김동흔 많은 말음을 해주셨는데요 져|가 이혜연 바로는 수용자의 역맡이 

중요하지믿 수용자들이 너무 나대연서 너도나도여|슬기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술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상핑에서 

예술을 기르지는 사림01 예술가지밍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것같습니다. 

첫 번때 문제의 경우에는 룰른 부정적인 즉연이 있죠‘ 그럼에도 예술가가 

되려는 수용자들이 많아지는 건 중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다가 g장 밍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높은콧으로 을랴가고, 더 바림직한 앙양으로 

니아기기 위해서는 일딘은 연번 거져야 하는 과정이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골프틀 중아하지 않지인요써 골프 쪽에 기룬 좋은소식이 있어서 종종보는데요 

TV에서 골프징연이 많이 나오니11f, 골프에 관심가진 사람이 늘어났어요‘ 예술도 

마찬가지랴고 생각해요‘ 여|슐 하연 멋져 보이고 심지어 돈도버니끼 해보고 

싱갱죠.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밀 관심 있고 중아서 해야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작됐죠 돈이 안 되더랴도 열심히 연극을 

하는, 자신이 선택한 심에 대해 울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대배우가 되는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중아하는지가중요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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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 우러나랴는 너무 한쪽으로 올려있어요. 대중문화 쪽으로요‘ 특히 

코미디나아이돌가수에 면중되어서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울구하고 멋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중아알만한 무엇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띠러서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알 수는 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예술직픔의 질을 높이는 

것을 겉이 추구하기는 어렵갱죠. 그러기에 어떤 선돼이든 서로 인정하는룬우|기가 

중요앙니다. 

이전 년대 조중반 을록버스티 전시회가 않았는데 그중 샤킬 전시회가 

딘연 화제였죠 그런데 실져|로 가보니 진지한 김싱자보다는 미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문들이 왜 많았어요‘ 이런 연상은 연확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랴고 

생각앙니다. 그래도 흩릉한 직픔을 아무도안 보는 그런 사회보다 직픔을 보러 

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 곁습니다‘ 울른 그럴 경우 많은 이들에게는 키지적인 

태도가 개입힐 수밖에 었습니다‘ 기형 ‘이런 것을 보연 나를 교앙인으로 

생각하갱지.’ 같은 생각들이 딩연히 생킬 수밖에 없죠. 그런 태도틀어떤 

잉식으로든 성숙시켜나가는일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즉연에서는 이런 일은 위대흰 영웅 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리고 생각합니다‘ 

여러운저럼 지밍에 머물연서 그림 그러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이들이 같이 

해야하는 거죠그렇기에 부정적인 연상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긍정적 즉연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고생각해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힐 살려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저는 예술가를물꾸는 학생들에게 ‘Oii슬기Oii게 중요한 건 무엇이고 

지금 연실에서 일요한건 무영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선택해야한다‘ 한쪽은 부와 

권력이 있지민 성쭈|김이 부촉하고 다른 흰쪽은 힘들고 어렵겠지민보람은 있다/ 

이런 식의 얘기틀 힐니다‘ 실제로영화 시나리오직가로등담흰한예종 ~생이 

몽어 쭉어서 닌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지금 예술가 지망생들이 이 션택의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지믿, 결국에는 더 많은 대중이 

예술작픔을 즐기고 김상알 수 있도록 흰정이 연화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맡 궁극적인 목표랴고 생각영니다 지금 딩장 부직용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요 

예틀 들연 198。년대 영확계에서 한국영화는안 펀다고혔어요. 

시나리오도, 사림도, 문회적 토대도 없다고요.증무로 사람들은 이런 푸념을 

입에 딜고 살았죠 그런데 울과 십여 년 사이에 엄정나게 연해버렸던 거죠 저는 

20。3년 유획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뒤 우연한 기회에 악잔특 감독의 ‘을드 

보이〉틀 보고 효“극영화가 이렇게 빌전했구나l’ 하고깜픽 늘랐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려연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잉니다. 그형지 않을 경우의 매배주의틀 조심해야합니다.증무로가 

회의적인 상념에 정었던 그때도 미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룰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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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렸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인들어지더랴는 거죠 미진 사람들이 계측해서 

나외야 세상이 바뀔니다. 그러연 변화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작용을 

경계하연서도, 만일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닌다연 지속적으로 반성하연서 힘께 

잉으로 나아가야지요‘ 그해야 우리도 프랑스저럼 노숙인에게 식권훈믿아니랴 

뮤지컬핀림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형게 되연 많01 달E띨 것이리 생각합니다. 

짐여자4신문이나 인터넷에서A. I. 인공지능 화가의 직픔이 9만 딜러에 필었다고 

해요.그것을 보연서 화가의 존재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리고요 

예술가 핀점에서 ‘어디까지 예솥이고수용자는 어떤 가지로 직픔을 

사는 거지?’랴는 고민이 생기더랴고요. 잉으로예술가의 존재가치와 

인공지능과의 관계틀 어떻게 바리보고 계시는지 궁금힐니다. 

김동흩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은예술가와 수용자의 관계와는 걸이 

다른 질문이리 생각하기에 질문하신 액럭에 맞춰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연 예술가와 작픔의 위지도 연일 거로 생각합니다‘ 여|틀 

들어 슴ill 있게 형태틀 그리는 건 점점 더 예술가가 담당하게 되는 영역이 아니게 

힐 것이러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대억에서 미술을 가르영 빼 기술보다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세기 중요한 예술르름이 개념미솥이기도 

하고요. 그래선지 효|찍과든 조소과든 설치미술을 추구하는 경힘이 점점 더 

강허|지고 있습니다. 설치미솥에서는 화가의 그립슴ill보다는 ‘개녕’이 중요앙니다. 

룰른 개녕 자치|도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짐형알 수도있겠죠 저음에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띠랴하다가, 나중에는 응용역도생기갱3ε 우리가 

일파고‘lllphaG。)@로부터 증격적으로 경엄혔다시미 말이에요 하지안 @ 

아직 직싱 자치|틀 컴퓨터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몇 백 년 동안은 

인E벼|게인 작상의 권흰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그 이후 또 몇 백 년 

지나연모르겠지만요‘ 
예술가가 머릿측에 픔고 있는생각-무엇이 인ζ써|게, 셰싱에게 

구를의인응지능깨믿 

지·시인구를 

g미인드(Go<>s’e 
OeepM;nd)기 개믿힌 

인긍지등므흐그껑 

중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지-즉, 작상이 중요합니다. 

옛닐에는그힘을 못그러연 화가가 딛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작상 하나믿으로 

예술가가되죠.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그예죠. 데미안은슨 하나 까떡 

인하고아이디어만 필았어요. 많은알약을 사서 색알얼로 룬류만 하게 했어요 • 

• 일악의 색낄을 서로 다르게 해서 두알엑 널앤지 위에 놓아주세요”et는 작업 

지시안 혔어요. e1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죽음의 §〉이et는 직픔입니다. 또 

엄청나게 큰 S뻐틀 집아서 포르밀린 수조에 넣어 전시하게 였죠‘살아 있는 어떤 

사람의 미음;에서의 쭉음의 울리적 물가능성〉이랴는 긴 이름의 작픔입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상어틀 잡았나요?포르밀린 용액에 넣었나요?아니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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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만 혔어요 그러고는 거기에 져|목안 울인 거죠 그런데 위대한 직픔이 됐어요. 
。 영국에서 yBa(Yc。ung British Artists)。리고 하죠? 프링스에서 
1980년대믿이.료 

나타난영국의용은 

이@기를 

미국으로 넘어갔던 연대미술의 만이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알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대표자 격이었던 허스트는 

개념만 지시맡훈, 본인이 굳이 구언하지 않았어요 컴퓨터 시키연 돼요 컴퓨터도 

그립을 그릴 수 있죠 하지민 그그럼을 어떤 식으로왜 그려야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입니다.언젠가 그것마저 컴퓨터가알 수 있게 되연 그맨 인ζIOI 

컴퓨터의 노여|가 딛 날이 을 수도 있겠죠 

하지안 제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심에 대연 갈증,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줄어내느냐하는 것은어떤 휠동이 예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띠러서 인공지능과 상관없이 오래도록 인간의 

예술은 지속윌 것입니다. 

찌|솥을 어떻게, 왜 해야하는7f, 나는 왜 수용자와 만나야하는가, 왜 

어떤 특정안 내용을 구상해서 작픔 측에 넣어야하는가, 그 앙식은 어떻게 알 

것인가?’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합니다. 이 고민이 어명게 결정되는가가 

여러운들이 예술가가 되기 위해 거져야 일 가징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영니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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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강각지도 

언메이크를(쩍빛나, 용수연) 

데이티와 감각지도 워크슐에서는 개인의 

이야기, 감각, 일상을 다르게 갑지하는 

잉식으로 데이터를다틀니다. 이를 위해 

몸의 샌서나 디지털 도구틀 이용해 

감각 데이티(정킥, 족끽. 후각, 미각)틀 

받아들이고/즉정하고그것을 자신이 인식 

또는해석하는 형태로 드로잉 또는 공직해 

몹니다 

Data and Sens。ry Maps 

Unmake Lab 
(Ch。i Binna, s。ngs。。y。n)
The Data and Sens。,yMap 
w。lksh。p covers data in a way that 
different iates pers。nal story, sense, 
and r。utine. Tc。d。 this, w e use 
sens。rs 。rdigital t。。Is 。n the b。dy
t。 accept and measure sens。,y data 
(auditory, tactile, 。Ifact。,y, tastes) 
and draw 。rw。rk 。n them in a f。rm
that 。ne perceives 。r interprets 
the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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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감각지도 

Data and Sensory Maps 
언메이크랩(최빛나, 송수연) 

죄잊나 안녕하세요‘ 저는죄빚나리고하고요제옆에있는문은 

송수연씨입니다‘ 저회는‘언메이크헐’이랴는이를으로 활동하고있고요‘ 잉으로 

셰 시간동안 ‘데이터와 감각지도’et는 주제로 저회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기술사회에 대해 이야기알 예정이에요 여러문과 얘기도 나늘 거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밝으로 나가 야외양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닐씨가 폭염주의보리서 

걱정이네요.오늘 원크율은 깅연과 토른, 지|엄의 셰 가지 형태로 진앵될 

계픽이에요. 저의도 기술이나 데이터 등에 대해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른 의건이나 추가맡 내용이 있으시연 얘기해주세요. 흑시 기술이나공학 

룬야이| 관련한 일을 하는 룬이 계신가요? 저희도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생각을 나누연 좋겠습니다.워크융에서는 주로 져|가 얘기틀 맡 건데요, 저희는 

역일이 딜러요. 저|가 대략적인 실정이나 교육, 연구 쪽을 맏고 있고요.여기 수연 

씨는 테크니션(technician)이랴고 울러주시킬 비러는데요. 전자적인 것이나 

메커니즘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엮에서의 얻동을 지원해 주실 겁니다. 

먼저 언메이크렁에 대한소개를 드릴께요. 언메이크랩의 직업실은 

문래동에 있어요. 저희 외에 다른 직업을 하시는문들과 공긴을 힘께 쓰고 

있어요. 저의는 예술가나 문효|여|술교육자랴는 정치|성도 있지만 얻동가이기도 

하고요. 직업 공ξ써| 사람들이 모여 같이 토른하거나 워크용을 해요. 저흐|는 

‘언메이크(unmake)’랴는 표연을 쓰는데 망치거나 부순다는 의미에요‘ 저회는 

‘언메이크’랴는 딘어를 메이크(make}으| 반대의 의미가 아닌 빗겨가는 것, 어떤 

것에 대해 다르게 믿드는 것이랴는 표연으로써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제직이 주요한 개념이고 그것을 바팅으로조사와 연구, 저|작 등을 업니다‘ 

오늘 원크용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흐|가 주로다루는 데이터 이야기에 

대흰 설영과 토른을 나늘게요. 두 번째 피트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로써의 인터페이스와 그 감각에 관한 이야기틀, 셰 번째는 밖으로 나가서 

김각지도틀 만들어 를게요‘시간이 님으연 데이터 기반의 예술작업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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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데이터틀 자기의 예술직업이나 교육횡동의 매개제로 삼고 있는룬 

있으싣기요? 저의도 주연에서 그런 룬틀을 많이 보지는 못혔어요. 기술이리는 게 

접자 더 구체적인 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4차 ~겁역영과 같은 효}두와 

열개로일상에서 지|김하지 않나요? 기술은 이미 삶의 한형태로 들어왔고, 이러한 

조건에서 기술과 데이터는 연시대틀 바리보는주요한 매개가 딛 수 있지 않을까, 

흑은 예술의 잉식이 힐 수 있지 않을끼 생각을 해왔어요‘ 저희는이런 생각을 

토대로 직업하고 싱은 그률이에요. 오늘 원크슐에서는그런 생각을 같이 얘기 

나누|보겠습니다 

저의도 기술을 힐 모르는데 기술 얘기를 하연 좀 민망하지믿요. 

저흐|가 생각하는 기솥에 대해, 그러고 왜 데이티틀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밀을해 

드릴게요‘ 
리서지틀 하다가 우연히 잭에서 전자계산기와 주핀에 관흰 글을 

읽었어요. 저회가하는 양동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기에 흥미가 생격 해당 

사진을 잦아웠어요 보시는 사진은바로 전자계산기와 주만이 컬합펀 형태의 

져|픔인데요. 익숙하연서도 익숙하지 않은 이상안 느낌이죠 흑시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결합펀 형태의 제픔을 보신 적 있나요? 이 사률이 왜 나왔을까요? 

짐여자1 계신을 앨리 하려고요? 

짐여자2 계신을 정쪽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죄빛나 보시는사진은 6。년대에컴퓨터가등징언후나온계산기인데요‘ 

그앤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 시대가 아니다보니 계산기틀 저음 써온 사람들은 

계산기의 계산을 믿을 수가없었3ε 이게 맞는지틀 픽인하기 위해 주만으로 직징 

계산해 보는 것이죠‘ 우리랴연 주핀의 계산강이 맞는지 계산기로 ξH인해보겠지민 

예전 시림들은그 빈대였던 거예요. 또 재있는 점이 있어요. 주만을 사용하는 

모습 보셨나요? 마지 슨몰에 뇌가 달린 것저럼 일리 옴직여 계산을 하죠 굉장히 

족각적이에요. 계신기는 다르죠 터지하는 잉식이고 외부적으로화려하잖아요‘ 

이런 사틀을 보연서 ‘사용기술’과 ‘혁신기울’이 중접펀 상태 같다고 느컸어요. 

저흐|가 관심 있는 부분도그런 거예요‘ 여|전 기술과 신기슐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종업된 부문이 어떤 식으로 같이 작동하는지 궁금한 거죠. 

이렇듯 저의 활동은 비트(bit)랴는 디지털과 원자랴는 아동(at•。m)의 

물리적 세계가컬합펀 앙식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틀 하연서 워크융을 

시작해 보연 중겠어요.여러룬 앙의 테이들에 종이가 있3ε 색연일과 멘이 

색깔열로 있을 텐데 펀한 걸로 쓰시고요‘ 저|가 양서 언급했듯 지급 하는 원크옵은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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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크용1 데이터 

죄빛나 질문은 2007년, 그러고 산업사회와 기술사회랴는두 때러다임이에요. 

2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테이를열로 자유롭게 이야기를나누고, 짐여자 

문들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스마트폰을 휠용해서 검색하셔도 상핀요1고요 

증이에 그럼을 그러셔도 중고, 포스트잇을 붙이셔도 중고Sζ 시간은 15룬 정도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이야기틀을 메모하연서 진앵하연 발표에 도율이 될 겁니다‘ 

발표 

짐여자1 2。07년이연 10년 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회는 먼저 

아이폰(iPh。ne)을 생각했어요. 스티브 잡스(Steve 」。bs)가 아이돈을 

발표연 지 얼써 10년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글로영 금융위기가 

있었3ε 전 세계가 증격에 잠겼습니다‘ 새로운아이온 탄생과 기존 

시스템의 심각안 위기가동시에 있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가 

있었던 해였다고기억힐니다. 또아이폰이 생기연서 트위티나 쩨이스특 

같은 서비스가 새톨게 나타났고요 2007년은 사회가완전히 바뀐 

지점이리고짚어를수있겠죠‘ 

죄잊나 발표 자료에 공업사회. 대링생산, 컴퓨터가 섣여 있군요. 프로슈머et는 

딘어도보이네요. 

짐여자1 프로덕트(product)와 컨슈머k。nsumer)틀 합진 담어입니다. 

죄빛나 생산자와소비자가컬힐펀앙식인건가요? 

짐여자 UCC(User Created c。ntents)같은 거요 

죄잊나 무경계는 왜 무경계인가요? 

짐여자1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et진다는 의미에서요‘ 

죄잊나 더 넷(The net)은 더(까1리가 룰은 이유가 있나요? 

짐여자1 그닝 인터넷이란 뭇이에요. 

죄빛나 글로얼 금융위기와아이돈을 겉이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 저음 보는 

것 갈아요. 사실 금융위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금융사로 가던 기업들이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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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울겨가기도 했었죠 발표 질 들었습니다. 감사업니다‘ 

그러연 이번에 어느 팀이 발표하시겠어요? 

짐여자2 저억 팀은 일단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의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그때 중학생이었고요. 저의 팀원들이 로드뷰를 

얘기하더리고요 그래서 생각난 거| MP3, 씨이월드, 간딘하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것들, 컴퓨터틀 했던 것들을 떠을렸어요‘ 

이때스마트폰이 시중에 막 나오기 시작힌시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전에 있던 전자기기는 다 언급한 것 겉아요 PMP, MP3, 전자사전 

같은 것들이요 인터넷은소e.1바다가 떠오르는데 음의 서비스를 한 

사이트랴는 점에서 오늘날의 벅스와 맹른을 얘기일 수있겠네요. 

인터넷 소설미디어로는 네이트온과 씨이월드가 떠오르고요 사진 

면집프로그램인 포토삽도 대중적으로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아요. 

죄빚나 뭔가 다 나왔네요.로드뷰가 20。7년몸에 시작였나요? 

짐여자2 저는 이걸 안 써외서 모르겠는데 있었다고 하네요. 

죄빛나 소리바다. 네이트온등 지금 인쓰는 것들이 막 나오죠? 미디어 

록원이리고 맡수도있는데요. 이런 지난 기슐있잖아요. 저는 쭉은 미디어틀 

되돋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작업도 해보고 싱고요‘ 근데 연결성이 좀 없네요. 힐 

들었습니다. 감사업니다 

짐여자3 저의도 애를(Apple) 1세대틀 중심으로 2。07년을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에 소프트헤어와하드헤어는 상생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연서W←Fi, 흑 무선네트원크가삐르게 

보급됐습니다. 이러흰 소프트웨어적인 발전과 IT기기, 디지텅기기 같은 

하드워|어적 발전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사회적, 정지적 

사건도 많01 일어났습니다. 태인기를유줄사건이나 님특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있었고 신정아 사건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컴퓨터랴는 고정펀 

장소에서 정보틀얻고공유했습니다‘ 그런데W←Fi, 무선네트워크로 

인해 대중은 정보틀 앨리 인식알 수 있게 되었죠그러고 더는 장소나 

시ζ써|도 구애알지 않습니다. 

죄빛나 정보네트워크가 영샌 긴밀해지고 조밀해졌~ 발표 김사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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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4 다 아이폰 얘기하셨는데, 저희도아이온 얘기틀 인 알 수 없고요. 

2。07년에 애틀샤이|서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그 시짐이 되게 재있었던 

게 딩시 모토로eKM。torol메에서 줄시흰 ‘레이저(razr)’랴는휴대폰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사실 연재 모토로et는 그존재김01 굉징히 

미미연데요‘ 그때는아무도모토로리가 지금저렴 윌 거리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매줄이 어마어마해서요.아이온 1세대가 20。7년도에 

맥i는데 딩시에 아이했iP。d)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애틀에서 아이핏 

전용 포켓도 만들고 이어폰 구멍도따로 융어주고요. 재있게도이제 

아이옷은 거으| 시러졌죠 

아이온 1세대가 나오고나서 그 이듬해 스미트폰이 시g뼈| 낄리기 

시작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모토로랴의 레이저가산업사회의 

마지막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 후엔 아이돈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점형혔고요‘ 레이저가 나온시기에 줄시된 휴대폰에도 게입, 인터넷, 

음익, 카메리 다 있었어요‘ 스마트몬의 전신이리고 생각해요. 연 

2。。。년몸에 휴대폰 카메리가 보급되고 진확했는데 스마트폰이 더 

많은 기능을 픽특혔죠‘ 결국 애를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정보기술사회로 더 삐르게 이앵한 듯싶어요. 

이번에 말을드링 부문은제가 집중한부문인데요. 하나는게임에 대한 

지적저작권에 대한 이슈입니다. 농구 게임인데요. 프리스타일이리고 

흑시 아시나요? 싱딩히 인기 있었고 매줄도 놓았던 게임이에요. 그 

게임의 져|직사가 ‘드래곤를랴이’랴는곳이었어요 그런데 게임이 

공유되연서 수익룬배의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는게임 업계의 이슈로 

떠을랐습니다. ‘1.0’, ‘2 .。’이랴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뎌|이티틀 

어떻게 공유알 것인가에 따랴 진확가된 것인데요‘ 흑시 나우누리, 

전리인 써보신 문 계셰요? 저도 나우누리, 전리안 세대인데요. 파란 

바팅에 글씨만 나오는 인터넷이요 그때는 누군가 을리는글을 그냥 ** 
보고 말있는데요‘ 20。5년 웹 2.。이 개발되고 20。7년도에 웹 2.0이 

크게 팍산되연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횡발해졌죠 

죄잊나 감사업니다‘ 지금 중은 얘기틀 해주셨는데요‘ 다른 룬들도 맥심적인 

얘기는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담을 상정힌 것은아니지안 스마트몬을 생각했어요. 

인국에는 2。08년에 들어왔죠 이때부터 일상이 완전히 달러졌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반정이 거의 데이터화되는 거죠‘ 대캉의 데이터가 믿드는 

사회정치경제는구조부터 다릅니다. 그러고 데이터틀 이용안 ~겁적 모멍이 

많01 등징해요. 가형 일고리즘(al~。rithm)기반의 카카오턱시, 우버(Uber) 같은 

모댈이 가능해졌죠 우리의 도시구조, 정제구조, 우|계구조가 다 바뀌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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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흥미톨게 보고 있고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겁사회, 흑 ‘굴육산업’이랴 울리는 시기를 거져 왔어요. 이를그대로 져|조 

공장의 굴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시대죠 이러한 

산업사회가 우리에게 익숙한토대였다연, 지금 사회는 사진으로 보시는 것저럼 

구글 데이터 샌터의 모습으로 설영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픽는 사진의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이러한 샌터들은 서버틀 식히기 위해 깅연에 

많이 위치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수증기는데이터의 서버틀 식히연서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구를공징’이 생겁니다. 

제조업 기빈의 사회와 오늘닐 데이터 기빈의 사회틀 비교해 얘기하니까 

어떤가요? 이행기틀 엮고 있는 사회틀 싱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요? 

언메이크랩의 작업실이 뀌지한문래동은 구로구와가끼워요 

그쪽에서도 리서지를 많이 진앵했는데요, 여|전의 구로공딘 모습은 오늘날과 많이 

다틀니다‘ 연재는공~I 아닌 게임회사나프로그램 개발회사가 많아졌어요. 또한 

‘구로공단’이|서 ‘구로디지텅딘지’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시대의 이앵을 

보여주죠 

아까 대링생산 얘기하신 룬 있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저럼 

자동자기업 포드(F。rd)가 ~겁사회 제조업 시스템의 원혈을 안든곳이리고 알 

수 있어요. 하이드마크 같은 왼전히 룬업회된 컨베이어 영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자가생산되고 고용이 얼어났어요 이때는 2딜러에서 5달러로주급이 을랐을 

때인데요‘ 이 주급을 밑으려고 많은 사람이 포드공장에 를었다고 해요. 

어렀을 때주변에 공딘이 있어서 마치 가족 대진지를 하듯 사진 찍는 

릉경을 웠던 기억이 나네요 대링고용이 가능였던 사회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이런 잉식이 룰가능하죠. 이런 얘기틀 공유하연서 저의가 왜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지 잦을 수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혔듯 하드웨어나 제조업은여전히 울리적인 부문이 큼니다. 

데이터가울러온 새로운 시스템을 주요하게 보tot하고요.수동적으로흡수하는 

게 벅 c1101티(Big Data) 같은 건데요 빅 데이터가 제조업 사회에서의 석유저럼 

사회경제적 자원이 윌 수있다는생각이 굉엄위하게 떠져나가고있어요 아직은 

데이터를예술적인 대상으로 흑은예슐로 바리보는 관점은많지 않고요‘ 그런 

얘기를 같이 일 밀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앞서 데이터틀 다루연서 매러다임 연회에 관한 얘기를혔잖아요. 

그중 하나는 스마트폰으로대표되는 데이터 수식 구조입니다.스마트폰이 데이터 

수식기리고 룰수 있어요‘ 여러룬, 스마트몬을 끼고 살죠? 힐 때도 같이 자죠? 

그러고흑시 스마트온으로 자기 기록 하세요?데이티 추적 같은 거요 

짐여자 일기나 비밀번호를 모아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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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잊나 아, 그건 아날로그적인 잉식이군요. 그런 앙식 외에 자동수집 같은 

거요. 떼를들어 수연 매턴 설정이러든가 이런 거 하세요? 그런 자기 기록이 

데이터 기인으로 이뤄지기도 하죠‘ 그런 걸로 워크융을 해왔는데요‘ 어떤 문은 

수연기록을 하는데 본인은 운영 짐을 설졌는데 데이터는 깅이 갔다고 일려줄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위안이 돼서 ‘그런가 보다’ 하연서 하루를시직연다고 

하시더리고요 그런 것저럼 데이터의 교휠은 거리가 없어지고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틀 해보려고 해요. 

사이버네틱스 데이터 전달하기 

죄잊나 저의가죄근이| 사이버네틱스에 대한전시에 잠여하게됐어요‘ 그래서 

그와 E변한 공부를많이 하게 됐어요. 흑시 ‘사이버네틱스’를아시나요? 

사이버네틱스란 담순하거| 밀해 기계와 인간, 동물을 똑같이 정보저리기계로보는 

거여|요. 정보틀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장치ef는 연에서 동일하게 보는 거죠‘ 좀 더 

생각해보연 지금의 인공지능이란 건 사이버네틱스에 기반을 두고 있죠 왜냐하연 

인간과 기계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연 인간은 정밀 

정보처리기계일까요? 이번에는여러룬들이 정보를 피드액하는 징지 역알을 일 

거에요. 사전에 예술가 다섯 문과 연번 진앵해 왔는데 실때했어요. 여러룬들은 

어떤지 흰번 해보겠습니다‘ 

원크용2 촉각을 동흰 드로잉 데이터의 전달 

죄잊나 우리는 이져| 정보저리를 하는 징지가되어즐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맡 거냐연,‘가촉오락관’이랴는lV프로그램에서 했던 ‘정각으로 전딜하는 게임’과 

같은 잉식으로요 킷욕말이지안 정보가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정각 밀고 다른 

김각을 통해 정보를흘려보낼 거예요. 자 여러운등에 종이가 룰어있습니다.등에 

드로잉을 알 거여|요. 뒤부터 앞까지 푹 흩러 보내는 건데요‘ 언저, 뒤에 앉은 문에게 

수연 씨가 드로잉(션으로 이루어진 회확)을 드링 거예요‘ 그드로잉을 잉사람 등에 

모빙해 그립니다.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전전히 드로잉을 그러는 거예요 족각적인 

정보틀 g사람 등에 그대로그러는 거여|요. 단순흰 그림입니다. 두|에 계산 문이 

전전히 그려주셔야 해요. 그러고 그립을 감지한 사람은곧바로 앞 사람 등에 

그려나겁니다. 동시에 시작해야해요 수연 씨가 나누|줄 건데요 밴뒤에 맡으신 

문들은 흰번 허공에다가 먼저 어떻게 그려서 전달알지 그려보세요. g으로 정보가 

힐 전달되도록 해주셔야하고요 그럼 전전히 그려를게요시작허|주셰요. 

다 그러셨으연 종이틀 떼서 영에 놔두세요‘ 여기 임이| 슨서대로 

뇌주실래요? 자, 어떻게 정보가틀러갔는지 흐름을 룰까요? 어떠세요?어떤 

부문에는 정보가 그니마 남아있는데 어띤 부문에서는 정보가샤리지네요‘ 이 

부문에는흥미로운 다른 션이 있네요 이제 디버깅(debu응ging. 힐못을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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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는과정)을 알 거예요‘ 더|이티의 정보전달이 제일 인 펀 문을 잎으로 

보내든지 아니연 맨 뒤로보내서 그룬이 저음 정보틀 전달하는역알을 하연 

되겠죠‘ 디버깅을 해서 순서를 조금 바빼롤게요‘ 흰 번 더 혜를게요‘ 

자, 아래서 데이티가 틀러가고 있는 룬들, 트랜징(transin밍을 하고 

기록에 오류가 나는 것 같은 룬은 순서틀 바뀌주셰요. 한 번 해보셨으니까 

요렁을 아시겠죠 정보가 흩러할 수 있도록 매우 전전히 해주세요‘ 이번 테스트는 

아까보다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시직혜를게요 

이 팀은 매우 일관적이네요. 뭔가 데이터가 일관되게 흩러가는데 독특연 

결과가 나왔네요.그러고 이 팀은데이터가 계옥 누릭되고 있죠 네, 이결 해온 

의미가 있네요. 정리해서 자리에 다시 앉아 주시고요‘ 

발표 

죄빛나 어떤 감각을 느끼셨어요? 계측등이 lf질ζ옐하잖아요 여러 개의 선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지안 믹싱 담순연 구조로 싱정해버리기도 하고요. 

짐여자1 션의 우|지틀 만멸하기가어려워요 

죄빚나 좌표틀 핀딘하는 거요? 

짐여자1 한 번에 두 개의 션이 느여지기도 하고요‘ 여기가아니랴 이쪽인데------

여기는 선이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다른 걸 그러고 있고요 

흘린이 와서 션을 내려 긋다가 옆으로 갔다가 하는데 어느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다 모르겠다. 다른 션택을 해버었어요 

죄빛나 때let,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인간이란 장지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문의의건은요? 

짐여자2 밀력이리고 알까요?그게 각도에 띠러 다 다른 거여|요. 

죄빚나 아, 밀역의 깅압이 달랐다? 압이 다르q ......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짐여자3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 갈등이 생기고요 그래서 드로잉이 일정하게 인 

나온것같아요‘ 

죄빛나 인긴은 더하고 빼는 물밀요한 데이티틀 생각하죠 근데 기계간의 데이터 

르름에는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를 수 있죠 인간, 기계, 동물이 정보처리기계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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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보저리능력과 데이터처리능력이 기계의 데이터처리능력과 어떻게 

다르고 접합이 될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시도혜몬 테스트에요.울른이것도 

레퍼런스(referenc리가 있는 작업이고요 이번 활동에서는 사람들의 데이티 

누락과 증가가 있는 결 팍인해 룰 수있었어요. 

인터페이스\inte얘ace)21 강각 

죄잊나 오류틀 잦는 디버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나요? 지금부터 저회가 

이와 연관해서 말하는 건 인터페이스와 김각의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기술이나 

기계에 올린 얘기저럼 느여지는 건 아니시죠? 어떤 룬들은 이런 얘기가 기술적인 

얘기저럼인 느껴진다고 하셔서요 사실 그형지는않아요 저회는보신 바와 같이 

기계와 인간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업지 않은 

밀인데요, 딘순하게 얘기하연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연이랄까요. 서로 다른 요소를 

조영하고연컬하는 것이 인터메이스리고 일 수 있어요 안경에서 인터메이스는 

뭘까요? 

짐여자1 테두리? 

죄잊나 아, 테두리?테두리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다리가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신져|와 안경이란 부문이 연결펀 인터페이스. 저| 눈과 외부 흥경을 

연결해주는 건 안경일 같기도 하고요. 이 테두리는 렌즈하고안경 몸제를 

집아주겠죠 이렇듯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요소, 이힐적인 경계틀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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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는 것이리고 힐 수있는데요 지금 한 번 얘기해짙끼요? 기계링 인간 

사이의 인터메이스가 컴퓨터일 수도 있고 스마므은이타고 믿 수도 앙고요.여러 
기용쩍인 대상률이 잉3ε 스마트폰, 경퓨터 정도로인 극씬해 률끼요? 거기얘는 

어띤 인터페이스가잉나요? 정동적 인터H이스는 스긴,키보드,0얘스,모니터가 

있갱죠? R셰는 뭔가잊을까요?목소혀가 었갱예R .. 

혐여Xl2 근대 음성은신찌에서 나오징Of:요 응엉이 인터메이스기 g다는 것은 

인간신· XI제가인터떼이스가핀다논 것 .이요. 

회월나 그혈죠 얘기하션 것저럼 인간의 모돈 것이 인터페이스락연 지금 관힐졸 

• 있는 인터메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힘여자3 흥새. 

힘여자4 지문, 

g여자S 손바닥. 

회.나 또휩가잉나요?찌스져않estu떼? ·스져기 잊죠 .스져 않이 쓰용아요 

g여져6 영국의 어떤회사예셔는 희망하는찍엉를예 g에셔 스마트온예 

~(chip)을 심어셔 사용연다더리고g 

회%나 그형죠 다들여|상하는 것처럼 스마르§응 g대g으로 생각하죠. 

헤어터를(wearable) 형태로 나오긴 하지인요 스마므롤은 외재확한 사줄이리고 를 

• 있죠. 요즘또 집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징뼈도 가놓믿 테고요. 

g여자7 지아, 

!I잊나 요얘 치아도 해요?가능를 수 있을 것 .아요 원해 지아가 지운저럼 

신원 인식 도구로 좌이기도 였죠. 또입가잉을끼요 를쇼티도 있고g 얼을표정 

쪼언 ii~히 훨알학꺼 연구되는 를야죠. 져도 그영로 찍엉g고요 또뭐가었나요? 
g소리도 인터메이스인대 를른 목소리 튼도 7~엉니다.예틀 을얻 g세깨일되는 

기슐인대R. 기형 져매롤XI'의 목쇼리의 특정을 •• 요시g의 g을 천전하는 대 

.쇼다틀 인터메이스로사용학기도혀죠 • 

• 가 여힐 전에 승도스마트시티예 강어요 도시 기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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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틀센터(contr。| center)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모니터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교통상황이나 사림들의 경로를 모니터럼 하는 센터죠‘ 

안내하는룬이 흥미로운 얘기틀 했어요‘ 잉으로 자기들이 구픽하려는 것이 보행자 

때턴인데 CCTV랑 연결해서 시도하고 있다고요 예틀 들연 일즈하이머 흰자는 

길을 일직션으로 걷는데요‘ 그런 걸음때턴을 인식해서 수색하는 거죠 점점 

디스토미아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그런 인터페이스가 인간과 기계 사이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가 기술적 발전에 많은요소틀 자지하죠. 

인간은 얼굴표정이링 제스저를 따로보지 않잖아요. 저희 얼굴표정 

직업은 목소리와표정을 띠로 연구하는 건데요‘ 어느 순간 다앙져지겠죠? 

그런데 가끔 돈금없는 결과가 나와요. 나는 웃는데 기계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몸Olet든가목소리랴든가제스저 등을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에요 그리고 

금융 쪽은 대줄 거래 시, 자핀 두드리는속도를 인식해서 대줄이유틀 정하는데 

e_K껴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휠동이 데이터화되는 거죠 

흑시 스피커형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인 ‘아마존 에코닷 알렉-'.t'틀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음성 데이터틀 횡용안 제픔이에요 이번엔 'What sh허l 

we d。 next’랴는영상 직업물을 살며를게요‘ 관심 있으신 문들은 전져| 영상 

잦아보시연 중을 것 같Of요. 소리가없는 첫 번째 영상은 직가가 제스저에 대해 

조사한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여|요. 두 번째 영상은배우들과힘께 

제스저믿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영상 속 인간의 제스저는 거의 특허와 관련흰 

겁니다‘ 연도는 제스저의 특허가 걸려있는연도를뜻하는 건데요.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구성과 져|스저의 특허에 관한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제스저et는 

인터lljJ이스 자져|가 직업의 미디엄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알것같아요. 

제가흥미톨게 웠던 굉고가 ‘Eye speak |。uderthanw。rds’리는 

건데요.시선추적을 하는 효|사가자사 제픔을 마케팅 하는 용어더리고요 시선은 

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한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있어서 

굉징히 흥미톨게 왔어요. 굉고영싱에서 님자의 시션에 따랴서 여자의 드레스가 

올직이는 장연을 룰수 있습니다. 시선이et는 데이터틀 갑지하는 겁니다. 여자의 

드레스는 30 프린텅한옷으로알고있는데요.시선이옷에명명을보내서 

제어하는 거죠. 시선에 따랴 옴직이고 제어되는옷을 인드는 싱상을 보여주죠 

이것은 프로토타입(pr.。t。type)이| 가낌기 때문에 실효한 기술이리고를 수는 

없을 텐데요 이런 앙식으로인터페이스적인 싱싱이 상음화되거나 예술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거|다가 인터페이스는 감각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인터페이스가 김각과연관이 짙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각기관이 

센싱(sensing)71관이잖아요? 센싱이 김지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김각의 문제는 따로룰 수없죠‘ 여러문이 소지연 스미트폰도 여러 샌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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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e_fOI 있죠여기 보이시나요?예를 들연 스미트몬은 게임알 때무슨샌서를 

이용알까요? 자이로센서(gyr.。 sensor)틀 이용하는 거죠. 기울기 데이터틀 

감지하는샌서가 있고 이것을 바로 소리로 발생시키는 기능이죠‘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인ζ써|게 이런 센싱 기능이 있으연 어일까요? 스마트폰 같은 기술적 

사울에는 많은 샌서가 있죠 여기 보연 가속도센서(accelerati。n sens。,),

지자기센서(terrestrial magnetism sens。r), 온도센서(temperature 

sens애 자이로샌서(gyro sens여, 근정샌서(pr.。~imitysens。r), 

져|스저센서(gesture Sens。r) 등등이 있어요 인간이 갑지하는 잉식과는 매우 

다른 센싱 앙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데이터틀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인ζIOI 이러한 기계를 사용맡 때 일종의 획장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른 맥락이지민, 도나 헤러워Ol (D。nna Haraway) 같은 기슬영학자들은, 

·01미 인간은 사이보그다‘’리는 얘기틀혔습니다. 이미 인간은 기계적인 것과 

결합였으므로 사이보그러고밀했어요. 

저는 포스트휴언(Post-Human)에 대해 셰미나를 계측 열고 있는데요. 

‘새로운 감각기관을 덧줄여 증폭펀 인l.fOI 포스트휴먼인 컬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데이터틀 주고맡는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감각과 밀접하다는 것. 

더둘어 인간이 지각맡 수없는 것을 보고 듣게 하는 기계적 센싱 앙식들 등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싱을 두고 몸의 센서와 기계의 샌서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도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데이터와 기계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자이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알 수 있을까도 

흥미로운주제일 것 같아요‘ 사람의 감각은오김01잖아요. 가징 많이 외부정보를 

믿아들이는 기관이 어딜까요? 

짐여자1 시킥‘ 

죄빛나 시킥01죠. 어느 정도 자지알까요? 

짐여자1 80%? 

죄빛나 네, 보통 80%정도로생각하고요 그다음은 뭘까요? 

짐여자2 정킥‘ 

죄빚나 또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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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3 족킥. 

죄잊나 촉각. 그다음엔 후킥, 미각이 있겠죠 그런데 후각과 미각은화학적 

감각입니다.흔히 시각, 정각은 기술적 장치가 많이 나오지안 후각, 미각 같은 

화액적 깅각은 인공적인 구언이 어염죠‘ 이런 잉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구성해 룰 수있겠고요. 져|가얘기흰 건 후각, 미각 겉이 기술확하기 힘든 

인터때이스틀 다른 예술적 잉식들로 사용일 수 있을끼어| 대흰 의문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가능알까요. 가형 송도스미트시티 가보연 냄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아지는 냄새인 가지고 그 도시틀 얘기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왔었어요. 

다음 파트는 나가서 직업을 혜를게요 

원크용3 강각지도안들기 

죄잊나 지금 저회가 얘기연 것을 기빈으로 감각지도틀 만들 건데요 바낄 

닐씨 때문에 걱정되네요. 흑시 특별흰 애틀리케이션 쓰시는 거 있나요? 적외선 

업이러든가요 어떤 업을 쓰셰요? 

짐여자1 카카오톡이요. 

죄잊나 카톡은 전 국민이 섣니까요또 다른 건요? 먹은 것을 즉정하는 거요? 

여러룬,지금 짐낀 나가서 건물 주연을 돋아다녀도 괜잖으시겠어요?법에 나가지 

않는 다른 울션도 있어요 데이티나 기술로 작업흰 작음들을 보며 얘기하는 

거여|요. 어느 것이 풍을까요?나가는 게 중겠어요? 

짐여자들네. 

죄빛나 감사업니다‘ 그럼 김각지도틀 믿들겠습니다. 셰 명엑 그틈을 만들게2. 

두 명도 괜잖아요 그틀을 믿들어 보시겠어요? 

감각기관-몸샌서, 스마트온샌서, 뭐든 싱관없어요 새로운 엉을 

다운로드해도 싱관없고요 스마트폰 샌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수집하시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드로잉 하는 거예요. 드로잉 알 때 두 영이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틀 그리는 거여|요. 

알고리즘은무엇일까요?특정한 결과를 안들어 내기 위한 흑은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앙압과정, 잉업, 절자 명령어랴고 제가 적어놨어요. 

알고리즘은 특정한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가기 위한 것을 지정해주는 절차 

명령어리고 생각하시연 돼요‘ 컴퓨터에서 흔히 어떤 문제해결을 알 때 특정 

알고리즘을 거져서 결과틀 인들죠‘ 거힐게 표연하연 ‘수앵적 지시문’이리고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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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어떤 특정한 소리틀다룬다연 대개 그동안 김성적인 즉연으로 접근했을 

텐데요‘ 그게 아니랴 소리데이터를특정한알고리즘으로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앙식이 아까 였던 것과 열반 다르지 않아요. 일종의 연신적인 

잉식으로드로잉을 하는 거죠 아끼 정보저리 징지로서 몸을 다룬 것저럼 특정 

일고리즙을 띠랴서 드로잉 하는 거예요. 결과가 엉풍해도 상관없고요.알고리즘을 

갖고 드로잉 일 빼 어떤 깅각기관을 었는지 g시해 주시고요. 

일딘 팀을 꾸려주시고요. 종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건물 주연에만 있으연 정보매턴이 담조로원 질 것 같Of요. 나가고 싶은문은 더 

나가셔도 중아요.모든 결 정보장지로 바리보셰요. 바닥, 억연, 촉각, 정각과 같은 

것들을 예리하게 포직하고그걸 데이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틀드로잉 

맡 수있는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안드는 것을 한 번 시도틀 혜를게요‘ 30룬 정도 

드로잉하고 모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여자 저것 좀 보여줄수 있으세요? 

죄빛나 이건크게중은예시가되지않을텐데요‘ 이것은인지 

맴~(mapping)이리고해요‘ 개인적인 인지 깅각을 가지고 지도틀 그리는 직업을 

만 책이 있어요. r모든 것은노래힌다」리는 잭인데요. 거기에서 수록된 일종의 

지도죠‘ 인지 지도리고 알 수 있어요. 어띤 소리돋 그린다든가자기 울직임의 

경로를 표시힌다든가 소리의 늪닝이 등을 갑지하며 지도를그린 건데요‘ 지금 

이게 짐고가 되지는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인지앙식 지도가 있다 정도믿 알고 

계시연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저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랴 정해진 앙식이 

없어요‘ 여러문이 생각연 앙식대로 진앵하연 되고요 자기안의 해석기준이 있으연 

딩니다. 30분 정도 울직이연서 데이터 수집과 드로잉 작업을 알게요. 다 하고나서 

다시모이겠습니다. 

발표 

죄빛나 모여서 얘기틀 혜를게요 샌싱을 적극적으로안하신 문도 있고 

흥미톨게 진앵하신 문도 있는 것 같아요‘ 샌싱하고 맴밍을 어떤 일고리즙을 

기반으로드로잉 였는지 얘기틀 듣고 마무리맡게요‘ 이건 어느 룬이 하신 거여|요? 

짐여자1 저의는 지금 시간대의 스업과학생의 건강 상태틀 알고 싱어서 캠프 

잠여자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여기 보이는 색깔들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앵목은 잉크색, 우율은보랴색, 문노는 

일간색, 슬픔은 피린색, 찌증은 노란색, 아무 생각 없음은 룹은색, 

조조엄은 갈색입니다. 일딘 스엽과획생들은 대부룬 질색의 조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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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있어요또한 아무생각 없음의 룰은색이 나온 끼닭은과저|틀 

수앵 중이랴서 그런 거 같고요. 스댐 문들은노란색의 찌증난 싱태가 

많으시더랴고요 아마지금 많이 고생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엽과 

액생을 대싱으로 비교를 해보고 싱었는데요. 형목이 많이 나을 거랴는 

예상과 달러 조조혐의 비중이 가장 컸네요‘ 

죄잊나 거의 전반적으로조조엄01네요?여러문의 상태틀 힐알겠습니다‘ 

데이터가조금 더 많았으연 좋았을 텐데요. 계측 기록을 해보시킬 바리보고iζ 약간 

아쉬운 건 드로잉을 색깔로시각화하는잉식인 것 같아요‘ 저의가 요청한 것은 

시각화보다는 ‘이것을 어떤 알고리즘으로드로잉을 맡수 있을자’였거든요. 어쨌든 

발로 뛰어서 감정을 샌싱한,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직픔을 를까요? 

짐여자2 저의는 휴대폰의 조도센서로 주연을 즉정했고요 끼인색으로 보이는 건 

건물이고 조록색은우리가 돌아다니는 경로입니다‘ 암은 부문은조도가 

늪게 나왔고요 어두운 부문은 앓게 저리해서 표시혔습니다. 

죄빛나 이 부문이 빔은부분인가요? 그럼 혜가 비지는 잉g이 이 부분이겠네요. 

조도샌서로 데이터 맴밍을 하고 맑음과 어돔을 드로잉흰 잉식이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짐여자2 데이터 반응 그래프입니다. 

죄빛나 아, 데이터빈응그래프‘ 해당순간마다즉정한건가요? 아님들고 

다니연서 계옥즉정한거예요? 

짐여자2 계옥들고다니연서요‘ 

죄잊나 그런 식으로 했군요. 이 팀은 스마트몬의 조도샌서돋 이용허|서 데이터 

맴밍을흰팀이고요. 

짐여자3 저의는 힐 못한 것 같아요 

죄잊나 여기에서힐못하는건없어요 

짐여자3 시긴얼로 후각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건물 밖으로 가연 숲 

때문에 냄새가 많이 들어오더리고요. 그래서 시작점에서 다시 돋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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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옆에 화징실이 있어서 냄새틀을러스 

마이너스로 나누| 중은 냄새와 나쁜 냄새로구룬혔어요‘ 

죄빛나 아, 그형군요.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가 더 를부했으연 중있을 것 같아요. 

힐 보있습니다 다음 직픔을 를까요? 

짐여자4 저억는 길을 다니연서 발에 느여지는 힘의 정도틀 직선과 사션, 그러고 

점으로 표연해 지혈을 민들어왔어요‘ 

죄빛나 이 부분은 직선인가요, 사선인가요? 어떤 발의 경사연이죠? 

짐여자4 사선일 때는 경사연을 밍을 때고 직선일 때는 명지를 거닐 때입니다. 

죄빛나 이곳에 경사와 명지가 빈목되는 록집한 길이 있었나요? 

짐여자4 발에 느껴지는 힘을 쫓아가다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연서요. 

죄빚나 알겠습니다‘ 말로 깅지한 데이터 강으로 작업한 거네요. 이 작픔은 누가 

하었죠? 

짐여자5 저희는 닐씨가 무쩍 멈다는 것을 주목하고얼, 더위, 기후에 조짐을 

두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수집했는데요 이것은 머리 .|에 느껴지는 

더위의 기후연확입니다‘ 

죄빛나 아, 이 동선이요? 

짐여자5 네, 일간 종이테이프틀 들고 L~요‘ 저|가 울리적으로 느끼는 염의 

양을 표연하려고요. 기본적으로제가 느끼는족각에 조점을 두고요 

주제틀 몸의 센서로 잡고 지도틀 민들었습니다‘ 

죄빛나 일종의 온도갑지센서 역얻을 하신 거네요. 

짐여자5 네‘ 제 측킥으로요. 

죄빛나 다음 팀의 작픔도 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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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6 저|가 있는공간의 느낌과 감각을 다 담으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우선 색깔을 보et색과 링색으로 정했어요‘ 보et색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 질색은 완전흰 외부 공긴을 니타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색믿가져가서 결국 표얻은 때턴으로 알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매턴은 정킥적인 김각이 지측되는 의미고요. 이쪽 공간은 저흐|가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우리가 있는 건물 바로 잎 건물인데요‘ 이쪽 

공ζ써|서 누가 전화 동화틀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 자극이 

되서 이렇게 찌르는 느임의 때턴이 나왔고요. 이것은 저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와서 부드러운때턴, 이쪽은 잔디맡에 가연 자질 낄린 

곳이 있는데요 거기 앙아있으연 새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서 진쪽저럼 

표연했고요‘ 익간 주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정신없게 표연한 것 같아요‘ 

시공ζ써|서 내가 느낀 김각을 드로잉 하고 싶었고요. 

죄빛나 지금 계옥제가 알고리즘이랴는 표연을 쓴 이유는 지흰이랄까. 

어떤 김정적인 시각회보다 지환하는 것에 기대틀 였기 때문이에요. 그 부문은 

마무리하연서 얘기 하도록 하고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작업 했는지는 알 것 

겉아요. 또 다른 결과물을 를까요? 

짐여자7 저는제가 가는곳에 자동차가되게 많아서요 자동차가 있는 것을 

표연해보았습니다‘ 

죄잊나 저는 자는질 몰랴서요. 하지만 고급셰딘과 정자와 SUV 등 다앙흰 

종류으| 자동자들을 룰수 있네요 여러 사회적 흥위의 사람들이 와있나 외요 그런 

거 같죠? 다음 직픔을 룰까요? 

짐여자8 저는 사를의 족감을 만졌을 때 심g엑동이 달랴지는 걸 적었어요 

시원연 콧에서는 심장벅동수가 을랴가고 더운 곳에서는 

내려가더랴고요 

죄잊나 사를의 족김에 띠랴서 심장박동이 딜러지는 것 겉있어요?알겠습니다‘ 

다음 걸과줄도 살며를까요? 

짐여자9 자기장을 즉정알 수 있는 애틀리케이션이 있더리고요 컬어 다니연서 

이 업을 이용해 주연을 즉정하연 자기장 수지가 매우높거나 명군 

수지로나와요 

옆에 바비큐장이 있는데 바비큐틀 열심히 굽고 계시더리고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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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 동 때문에 아마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거| 나왔어요‘ 또 연압기 쪽으로 가니까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더리고요 

죄빛나 업을 써서 자신이 전혀 지각하지 못했던 잉식으로 감각을 맴밍하신 

룬도 있고 시킥, 후킥, 정각을 이용연 룬들도 있는데요‘ 대부룬 데이터틀 연g하는 

잉식이 시각효|어| 가낌죠 아무래도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게다가 드로잉은 

시각적인 비중도 크고요 근데 데이터의 연환이 일어나는 부문에서 그 연횡을 

어떻게 해줄지틀 알고리즘으로 믿들어줬으연 했어요. 그게 힐드러나는 팀이 

없는 게 아엄네요 제가하는 말이 좀 어엽나요?알고리즘을 연환하고 연신하는 

잉식으로드로잉을 해보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 연슴을 한 적이 없어서 

대부룬 시각회로 드러난 것 같아요. 하지믿 재있는 직업들을 해주셔서 김사하고요. 

더운 닐씨에 고생하셨습니다. 

저의가 Of:까 얘기했지안 데이터는 우리의 몸에서 받아들이는 직관적인 

데이터도 있고요 정획하게 수량확하는 데이터도 있을 텐데요 데이터가 연한되는 

지점에 예술적인 앙식이 개입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것에 대해 저억는 

‘데이터는 시를 원에’et는 표얻을 써요 그래서 ‘p。etic Data'외 같은 작업을 

하시는문을 많이 잦아보곤 했어요. 데이터 기반의 예솥이리고 표연하기도 하죠. 

그것에 대해 짧게 설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실까요?영상은 디지털데이터의 김각 연흰 문제에서 

디지텅데이티와몸의 감각을 흥미톨게 표연한 것 같아요요즘 사운드아트 

하시는룬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해서 자영성이 었긴 한데요. 이것은 어떤 센싱이 

이루어졌을까요?스마트몬의 샌서를 이용했을 것 같은데요 가속도센서도 었을 

거고요‘ 이동을 갑지하죠흔들힐 때 소리가 작용하니까자이로샌서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러고 줄의 탄성을 감지하는 저양센서, 저형을 조절알 때 전기틀 

인식한다연 저g앙식을 계신하는 샌서도 사용했을 것 같고요. 

중요흰 것은 신지|의 특정한 울직임이 데이터가 펀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 데이터가 다시금소리로 지환되는 연횡의 과정을 보연 우리가 감각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과사뭇다르죠 일종의 소러 나는잉식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에 

싱정해주고 그에 띠러 이것을 연주하기 이전의 사운드는 예즉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먼저 자기 몸을 떠포밍(pe얘。rm in빙하고그 울직임을 일고리즘에 따러서 

연환하는 장지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데이터와율직임을 감지하는 

데이터가 같이 연동하연서 이러한 사운드가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딘순히 

경제적인 자원으로 보는 접근과는 컬이 다르죠 

다음영싱도 한번 를까요? 어띤 데이터틀 설명하는 컬까요? 근육의 

미세한 울직임에 대해 데이터틀 보내고그컬 다시 이상한 근육의 옴직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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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횡하는알고리즘이 있죠‘ 그알고리즘을 따랴서 이런 사운드가시각영상과힘께 

반응을하게되는거죠 

오늘얘기를 종힐허|룰게요.앞서 얘기했던 것저럼 인간과 기계가 

데이터틀 저리하는 징지리고온다연 그 사이에 자이점이 뭘까요? 자이점이 크죠? 

디지텅데이터는 너무나윌게 연환되잖아요. 반연 인간이 가진 김각은누락되고 

연조되기 쉴고요. 게다가 이상하게 되기도 윌죠. 이런 상콩에서 데이티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일고리즙을 작가가 어떻게 설정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힌다연 

데이터 기반의 예슐직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여기에 더해서 기계감각, 

인간감각01 동시에 울직이는순간을 집중해서 룰 수있다연 더 흥미로운 작업을 

맡수 있지 않을까요?그래서 오늘우리가 데이터와 감각을 얘기한 겁니다. 

데이터틀 전달하는몸을 생각해보연 정보가누락되죠? 기술은 데이터가 

누락되는 것을 죠|소화하고요‘ 그런데도 종종 이싱연 연g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문제틀 죄소화하고 정획하게 데이터가 흐르도록오류나 노이즈틀 없애연서 

기술은발전합니다. 

반연 예울이 관심을 두어야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오히려 누락, 

에러, 알 수 없는오류, 이상연 합~I 아닐까요?그러연 인간과 미래에 있어 

접협의 문제, 인터페이스 문제, 데이터 전딜문제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하는 작업은그러흰 생각을 기빈으로, 기존 기계를 사용하연서 

진형하는데요 

‘추줄안 감정데이터로 옴직이는 얼굴(Face that activates with data 
extracted h。m the 。perated face》직픔을 를까요? 이 직픔은 얼굴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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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해서 특정흰 데이터로인들고 다시 그 데이터로 다른얼굴을 생싱흰 

직업입니다. 제 얼굴김정을 기록, 주줄안 김정데이터틀 새로운 가상의 얼굴로 

안든 것이죠‘회난 데이터는어디에 부여하고 웃음 데이터는어디에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요. 더|이티틀 지욕적으로흩리며 가상의 얼굴이 인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한직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용한 데이터를 안든다고 맡까요‘ 데이터를 은유적 

잉식으로 양용흰다연 어일끼, 이런 질문을 토대로 작업하고요. 이상한얼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부 얼굴들은 데이터가오류틀 일으킨 거예요‘ 여기 보이는 

얼굴 사진들이 이러한 작업의 기반이 딩니다‘ 이 얼굴을 생성하는데이터는 많은 

얼굴을 무작위로 조잉했어요 그러니까 이싱한 얼굴이 나을 수 있죠 얼굴은 보통 

이마 눈, 코, 입 기준으로 표정이 나오거든요. 네 부문을 나누|서 표정을 무작위로 

코딩을 연 거죠그러연 굉장히 이상한 얼굴이 나오는데요. 그얼굴에서 다시 김정 

데이터를주줄하연 여댈 가지 감정이 나와요. 그 감정데이터로 얼굴을 만든 거죠 

근데 무작위로조합한 얼굴이잖아요? 더러 이싱연 데이터가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트리는잉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데이티 작업은 아니지안 저회는이런 식으로 데이티 개입을 하는데 관심을 

두고 직업하고 있습니다. 

이민 마지갱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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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획시찍다 

져진g 

‘몸’에 대안 개인적 정혈과 강킥이 무대리는 

공쩍인 영역으로 진이되고쪽장되는 과정에 

대에 g구한다. 신-- 퍼포얻스의 가징 
순수씬 얘쩨인 동시에 음은 수많은 시간과 

징소, 정엄 등과거의 기억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것등을 제초g 하여 다잉힌 

형예호 양현시켜 보여 이션에보져 훗했던 

미래의 것으로 발영해샌다. ‘몽’과판껴|틀 

맺는 다앙안 영역과 매세와의 커뮤니케이션 

앙식. 그 의미얘 대연 딩른을 동해 인긴의 

용이 기찌고 있는률성이나질감 그리고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애 이혜하여 음의 

무안힌 가능성을 밀검해 보도록 한다. 

Facing the body 

Ct.a 」in-Ye。p

We expl。re the pr。cess 。f transferring 

and expanding pers。n허 experience 

a,、d·、e sense。t’b。φ’ into the 

public d。main 。f thesta응e The 

b。* is the purest medium of 

perf,。rmance, and als。 a place 

that keEPS past memories。f

many different times, places, and 

experiences. It reproduces them in 

vari。us f。rms and invents them 

as something U녕t has never been 

seen befi。re in the future. Thro‘igh 

the d iscourse 。n thevari。usways 。f

c。mmunicatingwith the ‘b。dγ and 

a method 。fc。,nmunicatingwith 

vanous areas a,녕 med녕 in relati。n

t。 the ‘b。dy,,’ we try t。 disα)lier the 

infinite p。ssib1hties 。fdancing by 

understanding the physical properties 

ar、d texturξ time"'、dspaιeofthe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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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을직시하다 

Facing the body 
차진엽 

자진업 양말은 신으셔도 딩니다. 연습목이나 트레이닝복과 같은 펀한 

록징으로 길아입고 오시연 돼요 우선 둥글게 앉아서 간담하게 이야기틀 나누고 

시직알게요.앞서 진행됐던 워크융에 다 계셨던 룬들이시죠? 몸으로써 정엄하기엔 

월은 시간이지믿 몇 가지를공유하는 시간이 되연 중겠어요 

온격적인 시직에 앞서 서로 조금엑 진해지는 시간을 가찌보는 건 

어떨까요. 자기소개까진 아니러도 간딘하게 얀마디엑 해주시연 어때요? 서로 

진해지기위해서요 

저희는 서로몸을 미주지연서 정족 지|크’같은 것을 훈련해요. 원크슐 

같은 것을 알 때 저음 만나는 무용수들도 많고 서로 한 번도 호흡을 맞줘보지 않은 

경우도 않기 때문에 ‘접촉제크’를통해 상대앙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믿는 

거죠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을 몸으로 해야 하는데 상대앙이 누군지도모르는 

싱태에서 몸으로 만나 서로들어주고 업어주는등의 교감을 하는 건 엉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은 상대앙을 모르더러도몸으로 안났을 때 굉장히 교감이 

힐되는 무용수들을 안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로 대화가 동안다고 해도 

사실 몸으로 부딪혀보tot 정밀 내가 이 사람이링 호률이 힐 맞는지, 또 이 사림01 

어떤 몸의 감각을 갖고 있는지 앨리 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 마디 말보다는 

몸으로 흰번 접족 해보연 ‘Of, 이 사람이 나랑 힐 맞는 사이구나/. ‘나랑 계속 서로 

공검하고 있구나.’금앙깨우영 수있더리고요 그래서 저는 언어틀 많이 쓰는 걸 

중아하지 앉아요. 일상에서도밀로써 상대앙과 소동을 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강고 있고, 같은 주져|에 대해 서로 다른 앙식으로 이해 

맡수 있죠 하지안 몸은 그형지 않거든요. 몸은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느끼는 

게 같은 것 겉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문들이 몸을 울직이기 전에 얀 

마디씩 이야기틀 나누어보는 게 풍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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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1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 전문가는아니지믿 흠을 주는 사람이고요‘ 

지금은공간에서 퍼포먼스틀 하기 위해서 자진업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짐여자2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에서 일하는 지료사입니다. 반겁습니다 

짐여자3 안녕하셔|요 저는 연극을 하고요. 몸을 쓰는 컬 원낙 중아하고요. 직년 

워크융 때 재있는추억을 만들어 다시 잠여하게 되었습니다. 

짐여자4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짐여자5 저도대학생이고요‘ 저음엔 안무에 관심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nlLKPina),랴는 직픔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힐니다. 

짐여자6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짐여자7 저는스태프인데요‘ 이 수업을 담당하연서 흥미가 생겨 잠여하게 

되었습니다. 

짐여자8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몸을 너무안 쓰다 보니 좀 

율직여보고 싶은 마음에 짐여하게 되었습니다 

짐여자9 저는 사진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조상과 E변한 공부를 하는데 

인져|틀알아야 인제를 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싱어서 짐여하게 

되었습니다. 

짐여자10 대학생이고 그냥 흥미가 생져서 잠여하게 됐습니다. 

짐여자11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요 몸을 옴직이는 열 중아해서 신정하게 

되었습니다. 

짐여자12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 전공자는아니지믿 흠과 비슷연 룬O밭 다루고 

있습니다. 

짐여자13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 의획쪽의 일을 하다가선생님의 직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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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중아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지금은 예술 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무용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몸지이지만 배우고 싱고요. 

교합이 이루어질지 질 모르겠습니다. 

짐여자14 전 재딘술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보연 인무가 밀요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여하거| 되었습니다. 

짐여자15 저는 그립을 그러는 김장옥입니다‘ 

짐여자1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업 직년보다 연렁대가 높아진 것 겉아요. 직년에는 억생들이 되게 많01 

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 모이신 룬들이 다잉한 룬야에 계시지인 사실 우리에게 

몸이란 닫슨히 흠으로서 표연되는 것을 넘어 일상의 중심에 있는 것 겉아요‘ 

그래서 내가 몸에서 느끼는 감각이나 경엄이 다양한 앙법으로 표줄될 수 

있겠지요 떼인팅으로 킬 수도 있고 카메et틀 동해 다른 매져|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표줄하는 과정은매져|나요소들에 의해 

딜a낼수있겠죠 

그래서 오늘 접근하고 싱은 것은‘즘주는 몸’이 아니랴 좀 더 ‘감각적인 

몸’이에요‘ 내가 내 몸을 조금 더 의지하연서 내 몸이 어떻게 감각하고있는지, 

이전에 내가 느껴보지 못였던 내 몸의 새로운 감각틀을 조금 깨우지연 풍을 것 

겉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30년 넘게 흠을 주긴 했지만 몸에 대한 새로운 

빌건을 일 때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나?’, ‘Of, 내 신제 관절이 

링싱 써오던 잉g이 아닌 또 다른 앙힐으로도 울직이고 다른 감각으로느여질 

때도 있구나.’ 등의 빌건이죠. 우리의 몸 구조는 다 비슷하지민그 인에 몸을 

올직이고 있는 나의 김각이나 감정 등은 굉장히 무수하게 않고 제각기 다르게 

몸에 직용하는 것 겉아요 그러니까 벌레와연대무용의 자이를 굳이 설명흰다연 

빌례의 정우 어떤 폼(f·。rm)을 미리 안들어놓고 내 몸을 그폼 인에 집어넣는 

빈목흘련을 통해 그톰과 가까원지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연대무용은 어띤 

고정된 것에 내 몸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러 내 몸에 맞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은 갈을지러도 결과물은 다르게 만들어져요. 저|가 

여러문에게 똑곁은 주제틀 줘도, 똑같은 동작을 요구하더랴도모두가 다르게 

표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대무용에서는 스스로에게 집중해 내 것을 

을어내는과정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내 몸을 하나하나 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동직,아주 기온적인 동작을 하더리도 내가 내 몸의 어디틀 더 

쏠지, 어띤 동작을 만들어 낼 지의 과정은 각자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것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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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다르게 표줄을 하는 것이죠몸을 쓰는게 조금 어색하겠지믿 내 몸이 

가진 그언어 자져|를 표연하산다 생각하시고부E러울 없이 마음을 줄어내연 힐 

것 같아요. 정답은 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건 정밀 내 몸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겠죠 우션 지금은보여 지는몸보다는 감각하는몸으로서 내 몸을 바랴보연 

풍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 지는 형태틀 만즐기보다 내 몸이 어떻게 울직이는지 

집중하연 그 영태는 저절로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이리고 하연 사림들이 

시각적인 걸 언저 생각하기 때문에 동작을 띠랴하려 하거나 동작을 만들어 내려고 

하죠 그러나 동작이 보여 지는 건 그 다음의 결과를얼거예요 내가 어떻게 몸을 

믿들고있는지, 어떻게 옴직이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다보연 시각적인 형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바닥에 드러눔는 컬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죠? 사실 저희들은열악흰 

징소에서도 몸을 막 딩굴고 다소 엄한 바닥에서도 앤말로다니는 게 익숙해요. 

우션 저음엔 다 같이 월업‘Narrn-up)을 알 거예요 스트혀|징보다는몸을 

월업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냥가이드의 역알인 거예요. 그냥 가이드로서 

여기 계신 문틀을 울직이게 만드는 역맡얼 푼제가 어떤 자세를요구하거나 

‘이형게 하셰요.’랴고 뭔가 깅압하진 않을 거여|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스스로 

올직이시연돼요. 

저회가 지금 시도히려는 건 ‘임프로비제이션Om pr.。visati。n)’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흥적으로 옴직이는 월업 앙식이에요. 이와 관련해 저도영양을 

얻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비다 테크닉’이리는 이스랴엘의 어떤 무용가가 개발안 

테크늬인데요. 무용가의 말에 따르연 바디et는 밀 자져|도 어떤 의미틀 담고 있는 

게 아니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나오는 짓 음성이래요.그냥 얘기들이 ‘바-바-’ 

이러는음성이요.그래서 어떻게 보연 사림이 믿들어내는 첫 음성, 언어가 있기 

이전의 가장 원조적인 의미로서 바다랴는 이름을 지었더랴고요 그래서 이 테크닉 

곁은 경우에 즉흥을 기반으로 하지안 Et슨히 신제만 율직이는 것이 아니러 신제를 

올직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나 싱상, 그러니까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을 

하게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몸으로 표연하는 거예요. 

예틀 들어 손에 아주 부드러운 모래를 쥐고있다고생각하연서 손가락을 

올직여보는 거예요 그러연 굉장히 부드러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르르겠죠? 

그 느낌을 가지고 울직일 때와 슨에 끈적끈적흰 액체가 묻어 있다고 싱상하고 

울직일 때와 그 느낌이 다르겠죠‘ 즐멍이 같은댁떡한 것을 쥐고있을 때 역시 슨의 

느낌이 딜러질 테고요. 가시에 손을 댔을 때 느잉 또흰 다틀 겁니다. 이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즉흥적인 몸의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연 

윌 수엮에 없어요 가이드틀 하는 사람의 얘기를 내가어떻게 암Of들01냐이| 띠랴 

모두가 다르게 표연맡 거예요. 상상을 자유롭게 하시연 돼요‘ 싱상에 따리 몸은 

그대로따랴가게 되어있어요 멋있게 안 하셔도 저절로 옴직이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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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에는 이 흘을 면하게 컬어 다닐 거예요‘ 면하게 결을 때 자신의 

발바닥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해야 정팍히 질 컬을 수있는지 걷는 자세를 

의식해도 돼요. 내 목이 앞으로 삐져있는지, 시션은 어딜 바리보고 있는지. 내 

빌바닥은 뒤뀔지부터 정고 있는지, 발바닥은 정밀 바닥이| 당는지 힐 기억하세요‘ 

제가 ‘스톱’하연 걷다가 그 상태로그닝 멈추실 거예요. 스톨‘ 이져| 슬로우 

모션으로 걷기 시작하는데 Of:까의 동작을 기억해서 컬을 거예요 내가 아까 

걸었던 대로 시선과 자세 그대로슬로우모션으로 울직이는 거여|요.모앙이 

바꾸|지 않아요. 다시 전전히 일러지연서 원래대로 즐아킬게요‘ 계측 걸으셰요. 

그리고 계측 기억하셰요. 다시 전전히 슬로우 모션으로 알게요. 

잉금 걸었던 동작을 기억하시죠?속도만 줄었을 뿐 영태는 달랴지지 

않아요. 걷고 있을 때 슬로우모션을 하연 온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스톱됐다고,슬로우 모션이리고 필이 경직되지 않아요 Of:까원래 

측도로 혔을 때, 원래 그 ~태로 쉴아 있는 거여|요 다시 걸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유지 되도록요. 다시 힌 번 걸어를게요 스를슬로우 모션 그 형태 그대로 짐깐 

얼리지고요.속도틀 줄여보세요. 

어떻게 걸으셨어요? 같이 일랴지셨나요?아까 밀음드린 대로 영태가 

딜러지진 앉았죠?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슬로우모션이 점접 영리지연서 

정속으로 다시 알 수 있게 혜를게요. 스톨은 정확하게 스톨이고요. 도|셨나요? 

한번안다시혜를게요. 

자, 정연을 보세요 스톱.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연결하셰요. 점점 

얼리지고요조금 더 삐른 걸음으로 컬어를게요. 잉양도많이 틀어를게요 조금액 

윌게요.뛰셔도 돼요 서로 간격을 더 안들수 있을까요? 이제 눈을 김으시고 

술 한번 일게요.크게 흰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앨을게요‘ 필은 적당히 

내리세요. 다리도 적당히 영려놓고요.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앨고, 다시 연 번 

코로 깅숙이 들이마신 다음에 뱃흑 가특 호흩을 채웠다 소리 내고요 입으로 한숨 

쉬듯이요. 호흡은 계측유지맡거예요. 이제 눈을 김으셔도 돼요‘ 내 뱃속으로 

공기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배곱에서 비람을 빼내세요.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코에서부터 목구엉, 가슴, 배읍,골반을 동고|허| 무릎을 거져 뒤뀔지끼지 

가서 발바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싱싱해보셰요 마신 공기가 몸속을 

통과해 등만, 어째, 알뀔지, 손바닥을 통해 나간다고 상싱허|보셰요. 다시 한 번 

들이마신 공기가 내 뒷목에서 뒤홍수, 정수리로삐져나긴다고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들이마신 공기가 내 몸속을 통과힘을 느끼세요. 그리고그 킬이 

어떤지 싱상해보세요‘ 꼬리뼈로 바림01 빠져나가야돼요‘ 호흡 겨|속 하시연서 

명속으로 가러앉는다고 생각하셰요‘ 누군가가 내 몸을 저 밑에서부터 을어딩긴다. 

내 몸이 계측 가리잉는다 생각하고 내 숨소리틀 귀로 들어보연서 호흩을 

유지해보세요 미간과 턱에 힘을 빼고 바람은 입으로 삐져나갈 거예요. 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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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가학부터 울직일게요. 빌가락이랑 발바닥 뒤뀔지틀 서서히 울직여를게요. 

빌가력을 더 많이 을지락거려보셰요 발뒤뀔지도 서클(circle) 안믿으로이리저리 

올직여보세요. 내가 발목을 어떻게 울직일 수 있었나 생각하연서 다른 부문의 

힘을 빼세요‘ 벌목, 알기릭, 관절 모두 섬세하게 하나하나율직이려고해보셰요. 

뒤꿈지도 더 울직이고요 이져| 뒤뀔지에서 종아리로 을랴와 무릎도 울직여를게요 

무릎을 정었다. 였다하연서 인쪽과 바깥쪽의 감각을 느껴보고무릎을 얼마나 

접고 또 영힐 수 있는지, 얼마나 돋릴 수 있는지 집중혜를게요 이제 골빈으로 

을랴갈게요. 내 골반이 얼마나 유연얻지 옴직여 보셰요‘ 관열 사이에 기를열을 

힌다고 싱상해보세요. 골반 뼈와 무릎 뼈에 기를열을 해서 내 몸이 아주 

부드러워요. 미끄러지듯이. 다리틀 하늘로 들어서 울직일게요 이리저리 자전거틀 

타듯 다리틀 하늘에서 마음껏 움직이셰요골반에는 힘을 ”l고 엉덩이를바닥에 

마사지힌다 생각하고요.엉덩이틀 명에 이리저리 비벼를게요‘ 다시 다리틀 

내려놓고엉덩이틀 계속 옴직여보세요 엄을 조}우로, 잎뒤로, 이리저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울직여보세요 이제 좀 더 삐르게 쉐이킹(shakin밍혜를게요. 엄을 

조|우로삐르게 내 몸이 다흔들힐 정도로 울직여요‘ 다 텅어를게요. 종아리부터 

무릎, 알뒤몹지끼지 조금 더 삐르게‘ 다리가아끼보다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제 꼬리뼈를 율직일 거예요.꼬리뼈에 꼬리가 달었다고 상상하연서 꼬리틀 

울직여를게요. 내 긴 꼬리로 서클도그려보고 조|우로흔들어보고 잎뒤로도 

흔들어보고요. 꼬리뼈가죄대한 크게 옴직일 수있게요. 이제 꼬리뼈보다 조금 

더 우|에 있는 쩍추뼈를 울직일 거예요. 내 1번 쩍추뼈가 정팍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1번 쩍추 뼈틀 종 전에 ll리뼈틀 울직인 것저럼 옴직여보려고 하셰요. 

꼬리뼈 위의 쩍추 뼈틀 조}우, 앞뒤로 울직이고 서클을 그려보고요. 그러고 두 번째 

척추 뼈도 이리저리 율직여보세요. 쩍추 뼈 하나하나가모두룬리되어 움직일 

수 있게요. 척추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셰요‘ 그러고그 사이사이에 

기를일을 해서 서로 미끄러지듯이 아주부드럽게 울직이셰요. 이제 3번 쩍추 뼈, 

4번 쩍추뼈 하나씩 을러오셰요. 윗목까지요. 5번 꼬리뼈부터 뒷목까지 내 쩍추가 

아주 부드럽고유연하게 룬리가 돼서 울직여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옴직이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질비뼈도 울직이게 될 거예요 내 갈비뼈도앙뒤, 조}우로 같이 

울직여도 중고요 일딘 멈줄게요 

이져|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틀 울직여를 거예요아끼얘기한 것저렴 

손에 아주 부드러운모래가 흐른다고 생각하연서 손가락으로 그모래를어루믿져 

보세요‘ 바닥에 부드러운 모래가 낄려있다고 상상하연서요. 손목도 옴직일게요. 

손가락, 슨목, 필뀔지까지요 알뀔지도 서클을 크게 그러연서 죄대한 울직일 수 

있는 엄위에서 모든관절을 죄대흰 옴직이셰요 그 다음에는 필 전체, 손가락, 

팔꿈지로 율직이고 다시 일 전지|틀 써보세요. 높이 들었다가 율직일게요. 

허공에서 말을 킬계 앨어보세요. 이제뒤쪽 날개 뼈에서 어깨틀 거져 손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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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나가는 느낌을 가져를게요. 날개 뼈를 바닥에 마사지하듯 비벼보세요. 등핀을 

바닥에 마사지 하듯이. 알은계속 길어지고 끊임없이 내 몸에서부터 멀리 나가게 

하세요. 이래, 위. 화우 죄대한 멀리 가세요. 필이 허공에서 계측 옴직여요. 목도 

겉이 용직일게요. 틱에 힘을 빼고 목도 이리저리 옴직이세요. 필은 느슨해지지 

밀고 죄대한 멀리 얻으려고 해보셰요. 이제 말에 힘을 빼고드톨어m이하셰요. 

필은 명에 두고 목을 계측 울직여를게요. 턱으로그립을 그린다고생각해보세요‘ 

내 턱의 몰으로 그림을 그린다고생각하고 큰 나비를 그려보세요. 스톨알게요 

그 상태로 숨 흰번민크게 들이마시고입으로 내앨으세요‘엿바닥으로 입 안을 

정소한다고 생각하고입안 곳곳을 쓸어를게요. 입 안 구석구석을 내 헛바덕으로 

정소한다 아주맛있는조콜릿을 먹는다 싱상해보세요. 아주 부드러운 내 

조콜릿이 입 인에서 녹는다. 물쩍 삼킨다고 싱싱허|보셰요. 내가 삼킨 조콜릿이 

내 몸 안에서 어디로 떠져나가는지, 녹아내린 조콜릿이 내 목구멍을 통해 어디로 

흥과하는지 느껴보셰요‘ 이제 지금끼지 울직였던 부우|틀동시에 다 같이 울직일 

거예요하나도 삐짐없이요 발가락, 발목,무릎, 골반, 꼬리뼈, 손가락, 슨목, 

밀뀔지, 목, 척추 하나하나 동시에 한꺼번에 울직일 거예요. 관절에 기를일을 

힌다고 생각하셰요 내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 바닥이| 오일이 낄려있다고 

생각하연서 미E러져보세요 아주 미E럽다고 상상허연서, 내 몸이 산닝지저럼 

연혔어요. 뼈가 없어요‘ 연체동물이에요‘ 한 군데도 멈휘있지 않아요. 낙지다리 

울직이듯끊임없이 울직여요 손가릭 하나하Lf, !!!, 다리 모두 하늘을 g해 들어도 
되고 배가 명으로 기도록 뒤집어도 되고 미끄러지듯 자유로워질게요. 이동해도 

중아요. 싱제틀 일으켜도 되고요. 내 몸이 늘어나고 있어요. 악지다리가사앙으로 

제각각 율직일 수 있고 한 군데도 굳어있는 부우|는없어요 아주부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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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겠습니다.조금펙 상져|틀 일으쳐도 괜잖아요. 바닥을 계속 

느끼연서, 내 온몸에 기를이 일해져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됐습니다‘ 몸에 엄을 

줄고요‘ 내 몸에 어떤 느낌이 남있는지 느껴보셰요. 감각을 유지하연서 저음에 

시작했을 때와 비교혜 내 몸이 어떻게 먼해졌는지 느여보세요. 어느 관절들이 

더 열렸Lf, 떡떡하게 굳어있던 부위기지금은 더 면해졌나, 관절 사이가 열었나, 

살픽 짐든 듯숨을 크게 쉬고 내앨으연서 내 몸의 혈져|가사et진다고생각하세요. 

내 몸이 하늘로 증발펀다고생각하연서 서서히 일어닐 거여|요. 어떤 형태로 

일어나든지 싱관없어요 대신 내 몸의 형태가 점점 시랴지연서 증발된다.하늘로 

계속 증발된다생각하연서 서서히 일어닐 거예요. 전전히 자기 댐포로. 서두르지 

않을게요 무겁게 일어나는 게 아니랴 증발되는 거여|요 내 무게가 점점 사랴져요 

전전히. 죄대한 근육의 엄을 쓰지 않고 근육의 엄이 들어가지 않게 기져| 상태로 

계속 증발되는 거예요. 내 몸이 사랴집니다. 계속 연결해서 르름을 끊지 않고 

일어날게요. 느낌을 유지하셰요. 내 몸은 멈줘있는 게 아니랴 계속 증발되고 

있어요‘ 온 몸의 관형 사이사이가 다 얼려있고요 일어나신 룬은 아까저럼 검기 

시작알게요. 간딘히 워킹까지만 알 거예요‘ 그 느잉 그대로 워킹해보세요 Of:까 

랬던 워킹을 생각하연서 지금 느임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조금 더 속도틀 

내셔도 중슴니다.스톨일게요‘ 

아까저음 걸었을 때와 지금은룬명히 느낌이 다틀 거예요. 느낌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음에 누원있을 때 보다는 월샌 더 몸이 띤해지셨을 거고요. 

우리 몸에 이백 몇 개의 뼈들이 있잖아요. 그런 뼈를을 강싸고 있는 근육이 

없으연 뼈들은 다 룬리되잖아요. 뼈믿 왔을 때는요. 그형기 때문에 근육에 힘을 

주연 관절들이 다 연결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힘을 주고 울직이연 이렇게 관혈 

전제를 울직일 수 있게 되3ε 힘을 즐연 관절틀을 띠로따로 울직일 수있어요. 

힘을 빼연 관질이 다 룬리되어 근육의 도울 없이 각각 울직이고요. 근육에 힘을 

주연 모두가 연컬되어서 덩어리가되고요.그래서 무용동작에서 굉징히 샤프하고 

큰 랴인들을 인들 때는 근육에 힘을 줘서 몸이 삐르게, 한꺼번에 울직일 수 있게 

하지만 부드럼거나 유연한 관철들의 옴직임을 인들어중 때는 근육의 힘을 ”l야 

핀절이 자유톨게 울직일 수 있어요.근육에 힘을 ”l야몸이 룬리가돼요 그래서 

누원서 연 울직임은 힘을 주는 게 아니랴 힘을 111는 연슴이었어요. 

이번에는 션 채로손가릭인 살픽 를직여를 거예요‘ 어릴 때 손가락을 

하나씩 올직이연서 실뜨기 놀이를 하잖아요 안 해 온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뜨기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실을 만드셰요. 그래서 그 실을 

엮어 어떤 형태틀 믿들어보는 거예요 실이 엄지슨가릭으로 들어갔다가 Lf을지. 

열모양을 안들지, 어띤 앙양으로 삐져나길지, 어떻게꼬여낼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실뜨기 알 때 실이 가는 킬들이 있죠?그래서 저음에는 실을 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시직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깅고있는 실은 조금 신축성이 

Fa。ng theb。dy 123 



있는 실이리고 가정맡게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닐수 있어요. 실을 늘여서 여러 

잉g으로 갖고 할 수 있어요. 점점 더 킬어지고 팍장될 수있어요. 슨가릭 마디 

하나씩 실이 가는 길을 감각하고 상상혜 를게요. 첫 번째 딘계는예전에 실뜨기틀 

했던 빙식대로 하고요. 두 번대 담계에서는 실을 당겨 멀리 획장맡수 있어요‘ 욕 

조}우가 아니리 여러 잉항으로 갈 수 있어요 셰 번째는 내 몸으로 실저럼 꼬아를 

거예요. 손가락 사이로인 왔다 갔다 했던 실이 귀, 목, 필, 일가릭 등에 걸럴 수도 

있고 다리 사이로 빠져나갈 수도있고요. 내 온몸으로 실뜨기틀 맡 거여|요.그래서 

죄대한 내 온몸에 실을 엮는다고생각하연서 마구잡이로 울직일 거예요. 사앙으로 

옴직일 거예요. 그러연 실이 내 몸을 다 휘감고 있겠3ε 마지믹 담계는 몸을 강은 

실을 줄어빌 거여|요. 실을 왼전히 풀어내서 내 몸을 허|앙시일 거여|요. 그형게 종 네 

Et계에요. 연번 울직여를게요. 

시작은슨가릭관절인 조금 섬세하게 울직이시고요‘ 자리는아무 

웃이나 냉게 퍼져 를게요 영 사람들 안 다지게요 지금 이건 월업이에요.자기가 

서고 싱은 자리로 를직여를게요 집중해서 실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얼 손가락 

섬세하게 감각혜를게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고 해야 해요. 자신의 실을 

보연서 어떤 모앙을 인들고 있는지 알아야해요조금 더 픽징혜를게요 조금 더 

늘어납니다. 멀리 갑니다. 실이 늘어닙니다‘ 다른 길로 더 멀리 가려고 하셰요 

내가의도해서 가세요 더 멀리, 위로, 아래로, 사앙으로 몸에 하나씩 엮어를게요. 

발가락 사이, 이일, 귀.허el, 옆구리 죄대한 구석구석 다 엮어보세요 왼전히 내 

몸을 휘김으셰요. 마지막까지 휘감고 빈등없이 더 후|깅습니다‘ 이제 풀어를게요. 

완전히 울고 더 줄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슨가릭 사이와 발가락 사이까지 다 

줄어내세요. 더 삐르게‘ 스톨. 

싱상이지안 내게는보여야 해요. 내가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틀의 모잉을 보고 있는지 님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내 눈과 내 머릿옥에는 

그림이 있는 거죠 만악에 집중이 질 안되연 눈을 강는 게 중아요 사실 이런 

트레이닝을 알 때는눈을 강는 게 중진 않은데 저음 알 때는 집중이 질 안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내 몸이 어떻게 옴직이는지 인식하연서 울직이거든요. 시선이 

다른 데 가있으연 내가 집중하는 것의 감각을 놓치는 것 같더랴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바리보거나 아예 시각을 없애서 다른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한변인 다시, 네 딘계로 가를 거예요 조금믿 더 적극적으로 가셔도 되고요‘ 

한가지 덧룰이연 지금 우린 형태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공연 예술에서 중요한 

점이 ‘시간성’이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멈줄 수도 있고일리 울직일 

수도 있고요 타이밍을 조절맡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내가 지금 보동의 템포로 

올직인다연 어띤 슨간 굉장히 삐르게 킬수도 있고느리게 알 수도 있고 멈줄 수도 

있고 전전히 킬 수도 있지만 측도틀 조절하연서 시간의 잉g을 인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스미드를 한번 조절해보려고 해요‘ 하연서 바로 질문 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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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얘기하셔도 딩니다. 이번에 맡 앤 두 그률으로나누|서 서로바랴보|주세요‘ 

부담스럽지 않게요 이번엔 뭉져서 혜를까요? 얼굴을 다른 앙힘으로 g한 채 좀 더 

뭉힐게요‘ 서로질 안보이게요.시션을 다른쪽으로 하고 싱으연 앙g을 좀 틀어도 

돼요 아까와 곁은 단계로 하는데 흰번만 멀리서 바et를게요. 

자신의 동작에 집중하고 의식하지 마시고요. 눈을 김고 하셔도 돼요. 

전전히 실뜨기틀 합니다. 다S앤! 모잉을 믿듬니다.스피드도 얘기했어요. 

일러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요. 실이 사앙으로 늘어납니다. 더 많이 

울직일게요. 아래로, .|로, 옆으로 더 멀리 늘릴계요. 죠|대한 많이, 더 적극적으로 

가셔도돼요‘ 삐틀 때는 일러지고몸을 죄대한 늘이셰요. 몸이링 엮으세요. 

사앙으로엮으세요 좀믿 더 일랴지고 죄대한 많이 엮으세요. 마지막으로 

줄어냄니다. 다 덩어내세요 온몸을 룰어내세요 

두 번째도 한번만 가를게요여러룬 이건 월업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시연 돼요.흠준다고 생각하지 마셰요. 내가무언가틀 계속 만들어낸c:f, 

생성해낸다 생각하세요 내 것에 집중해서요.슨기릭 마디 하나하나, 삐르거나 

느린 스미드에 집중하세요. 좀 더 실이 킬어지고요, 멀리 가를게요계측 엮입니다‘ 

실을 계속꼬는 거여|요. 어디에 꼬아지나 상상하연서요. 더 멀리씩 가세요. 더 

정성스럽거|, 내가 어디에꼬는지 일고 울직이셰요. 계옥 더 록징하게 겔계요. 더 

읍니다. 더 후|김아요. 일e1, 많Oil 스피드가 딩랴져요‘ 마지막입니다‘ 더 일e1, 더 

곱니다‘ 더 킬어지고요. 3, 2, 11 완전히 울어빌게요, ll인 실이 많아서 열심히 

줄어내야 해요‘ 흰 번이|, 더 삐르게, 조|대한 삐르게 줄어냄니다‘ 스톱. 

서로보셨을 앤 어때요? 같이 어우러지니까 흔자 있을 때와는 다르죠? 

정형적인 매턴이 아닌, 각자의 측도와 다른때턴들을 인들어냈지만 큰 그림으로 

웠을 맨어떤 체계가 보이지 않나요? 킥자 자신의 때턴을 인들었지만 연속적으로 

돋아가는 곡선들이 서로 연결된 것저럼 보이는느낌이었거든요 

짐여자1 흰 덩어리가 되어 제 몸에 있는 나뜬 기운을 다 버리는느낌이었어요. 

자진업 Of, 내 몸에 있는 뭔가 나끈 기운을 보내는느낌?아까 밀혔다시미 얼거 

아닌 것도 특열한 의미가 생킬 수 있는데요‘ 민익 이런 동작을 직픔이리고 한다연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짐여자2 액의 군무 곁은 느임이 들어요. 뭉져 있으니까요. 

짐여자3 해탈? 실을 좀좀하다가 만들다가 다시 나중에 풀어내는 느잉으로요 

자진업 얽매여 있다가해지|되고혜앙되는것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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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4 나비. 고지틀 울고 성체가 펀 나비가 닐아가는 거 겉Of요. 

자진업 그럼 혜앙감을 조금 더 느여를게요. 셰 영씩 픽지어서 다 같이 해앙의 

몸짓을 느여를게요 동성끼리 픽지어 를게요 서로의 몸을 안져야하는데 그러연 

서로 어색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조금 더 냉게 떠지시고요‘ 서로 몸을 지극시켜줄 

거예요. 마사지를 하듯 상대앙의 몸을 두드려 즐 거예요.슨바닥을 피서 앙때리듯 

날카톨게 때리지 말고요. 손을 약간 갑씨듯, 살픽몸에 딜러룰듯 앙손을 이용해 

아주 삐르게 두드려 보세요. 그런데 기룬 좋게 해주연 안돼요 정말 이 사람을 

괴톨힌다생각하고 효|나게 만들어야해요‘ 온몸을 때려주세요‘ 머리부터 

발될까지 죄대한 삐르게요 여|쁘게 때리지 말고 정말로 이 사림을 지극시킨다고 

생각하연서요 심페인을 막 흔들연 안에 기포가 부글부를 생기잖아요‘ 우리가 

심페인영을 흔든다고 상상하연서, 내게 썽였던 스트레스와 몸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E집어낸다고생각하연서요. 그것들을 부글부글 끓게 한 다음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연 심떼인 뚜엉을 연다고 상상하세요. 그러연 잉 터지겠죠 

저음엔 엄정 크게 터지잖아요.그 다음에는 기포기 나가고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했을 때엉 터진 후 멈추는 게 아니리 계육 기포기 나가는 느낌을 가져길게요. 

10。에서부터 。까지 안동안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음에 때럴 때는 짐으셰요‘ 

아직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기포에요 절대 옴직이연 안돼요 열을 얼 거고 

0에서 다 빠져주셰요.그 다음에는 뛰어다니든, 토해서 지르든 어떤 식으로든 내 

몸에 있던 나뜬 것들을 ”l내줄 거예요. 되셨어요?저|가 O하고 소리틀 지틀게요. 

그때까지는 잡으셔야 돼요‘ 인번 가를게요. 맞으시는 룬은눈 김으셰요. 자렷하고 

눈강고잠을거여|요‘ 정말로자극하셔야돼요. 깅도가악하연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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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기 시작업니다‘ 시작. [ 2 ‘ 3‘ 4. 5. 6‘ 7. 8. 9. 10 ‘ 앵l 폭파시켜야 

돼요 

이져| 자리를 녕게 잡고 흔자 서있을게요. 영 사람이 너무 가깜지 

않도록 냉게 서세요. 눈도 짐시 감을게요. 내 정수리로공기를푹 들이마십니다. 

호흡을 징수리로 살픽 잡아당기고 내앨을 때는 코와 입을 통해서 내앨고요 

이제 겨드랑이 사이에 바림이 들어간다고 생각허연서 호흩을 들이마실게요. 

격드랑이가 잉잉해집니다. 겨드랑이가열릴 수 있어요. 살픽 필에 엄 빼고요. 다시 

한 번 들이마실 때 필이 쉴픽 엉으로열리연서 겨드랑이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요. 

내앨고요‘ 다시 흰 번 겨드링01를실픽 부즐리연서 필을 옆으로 열어보셰요. 말에 

힘을 빼고요‘ 다시 한 번 거드랑이가 잉잉해집니다. 날개 뼈에서부터 공기가 

들어가서 내 닐개가 피집니다. ;;‘ 힘을 엄니다. 중습니다‘ 공격적으로 울직이기 

전에 만 가지 운동안 더 일게요. 잉금 필과 겨드랑이가 잉잉해진 느낌이리고 

랬어요‘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으로요 용션에 바람을 넣듯 숨을 들이마시연 

들이마신 공기가 몸욕을 통과한다고 했죠 관절 사이에 바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주세요. 비림이 공간 사이사이틀 다스져지나가고공기가 관절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연 몸이 오히려 타이트해져요. 

그게 아니러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가 내 몸인에 다 흐른다고 생각하셰요 관절 

사이사이로 다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하시연 돼요‘ 다리는 십일자로 유지하고슨은 

살픽 주먹을 쥐연 되고요. 두 명엑 알게요.숨을 들01마신 후 상대잉이 손목을 

집아줄 거예요‘ 일을 몸에 완전히 붙이지 말고 2cm정도 떼어준다고 생각일게요. 

한 사람은 상대앙을 법으로못 나가게 조여 주고 다른 힌 사람은 계옥 필을 열려고 

맡 거여|요 마지믹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연 앞서 설명드린 자세틀 유지하시고요. 

카운트다운이 몰나연 서로에게 주었던 힘을 갑자기 없애지 않고 서서히 

풀어줄게요. 힘을 한 번에 없애연 절대 효과가 없어요. 어린 시절, 손을 이용해 

전기 놀이틀 일 때 손가락을 하나씩 빼잖아요‘ 그런 것저럼 잡고있던 손가락 

하나하나틀 릴리즈(re leas리한다고 생각일게요 힐혜스(relax)가 아니랴 릴리즈, 

즉 푸는 거죠. 텐션이 있던 상태를 서서히 줄어보고나서 내 몸의 기운이 어떻게 

나는지 빈응을 를 거예요. 5안영게요.어깨는 을리지 밀고 키는 커지세요. 키는 

커져야 허|요, 다리 킬게 얻고요어째는 내리셰요. 

이번엔 각자 역으로 가서 테스트틀 혜를게요‘ 한솥으로 감각을 

느여보세요. 혼자 서있는 째로 손목을 밀어보셰요.져|중은 심지 않아요.어깨는 

닿지 않고 손목안 닿아요‘ 손목으로 밀어보세요‘ 더 힘 있게 미세요‘ 힘을 주지 

않으연 효과가없어요.앞을 보고 힘을 빼세요. 열심히 인 하는 룬들은 빈응이 

없을 거예요‘ 반대 쪽도 한번믿 혜를게요. 익 2cm 정도 떨어져주셰요. 3. 2. 1. 
그 다음에 앙g을 바뀌를게요. 다들 반응이 다 다틀 거예요. 필이 을리가시는 

룬들도있고 빈용이 없으신 문도 있고 긴흑 남자 룬들은다리를여는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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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근육이 너무 많은 시림들은 릴랙스틀 못하더랴고요 근육이 너무 많아서 

응해|가 되는 거죠 지금 앙손을 이용하연 건갑골이 열리는 느임이 들 거예요 필믿 

열리는 게 아니러 내 척추중심으로 건갑골과 말이 열리는느낌이 를 거예요. 

내가 말을 든게 아니랴 누군가에 의해서 내 몸이 저절로 울직인 것 같은 무중역 

싱태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알 점은 두문이 서로 힘을 주다가 슨을 

놨을 때 갑자기 말이 됨겨서 을리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밀어서 을랴가지 않고 

sκH앙이 삐지연 내가 언저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오연 띠리가셰요‘ 

그 다음에는 그 느낌 그대로 날이다닐 거예요. 그 느임에서 어딘가로 확징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의지로 조금엑 더 옴직임을 민들어 를 거여|요. 우주틀 

닐아다닌다 생각하셰요‘ 두 룬엑 픽을 지으세요. 힘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맡 때는눈을 깅을게요. 엄을 빼고 알뀔지가 아니러 슨목에 힘을 주고요‘ 슨끽지 

껴서 집아주셰요. 힘을 영게요 얼까지 영 거예요. 너무 조이지 밀고요 1‘ 2. 3‘ 

4. 5. 6. 7. 8 . 9. 마지믹. 더 힘들어야 돼요 10 . 나오세요. 숨 쉬셰요. 느끼세요 

즐기세요. 그 느임을 즐겨보셰요. 숨을 위연서 내 날개 뼈가 점점 얼립니다‘ 느낌을 

슨필까지 전달해주셰요‘ 

두 번째로 가를게요 이제 내 의지와 싱관없이 필이 을리가게 되죠그 

느임이 계속 킬 때까지 느끼세요. 운영히 어느순간 몰나는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의지대로 올직이려고 해보세요. 다른 곳보다 건갑골 쩍추 뼈 쪽이 

영으로 열린다고 생각해보셰요.슨필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하셰요. 계측 밖으로, 

어딘가로 팍장펀다 생각하고요.그 다음에는 엄줘있는 것을 조금 조심알게요. 

멈줘있다보연 근육이 경직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 조금펙 울직임을 주려고 

해보세요. 어딘가Oii 텐션이 들어가지 않도록이요. 다시 한 번 울직여를게요. 

가갱습니다. 눈을 강고 몸이 잉으로 삐지지 않게 2cm의 공긴을 두세요. 10. 9. 8. 
7. 6. 집중하세요‘ 5. 4. 3. 2. 마지막 1‘ 

염이 나시죠?계속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근육에 계측 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무용에서 알 동작을 연다고 알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태의 

필뿐인아니러 어깨주변의 근육과 건갑골의 관열 근육으로 팔을 울직이거든요. 

예틀 들어 우리가 통닭을 먹을 때 허벅지 살까지도다러리고 하잖아요‘ 실제로 

다리틀 울직이는 건 허벅지 근육이죠 알도 주변 근육에 의해 옴직이니까 

울직임이 있을 때 일정한 흰 부분믿을 일이랴고 알 수 없갱3ε 그래서 흠 동작을 

맡 때 필을 울직인다연 어떤 부문에서부터 울직임이 있어야한다는 전제가 있3ε 

사실상 목에서부터 필01 울직여져야하는 거여|요.그래서 건갑골, 어깨 등의 

부위틀 우리 몸에 조금 더 인식 시키려고 운동을 한거고요. 사실 일요 이상의 

엄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일을 울직일 수 있어요 

이제 한 사람펙 각자 억을 이용해서 연 말엑 옴직여 를게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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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의 느낌에서 시작하지만 각자의 매턴을 만들어 를 거여|요. 열심히 하시연 

효과가 있습니다. 필이 울직인다는연장선상에서 내 때턴을 인들어 나갈 거예요. 

이 앙인의 공ζ써| 작은 원, 큰 원, 직션 등의 모앙을 만들 거예요‘ 우선 흰쪽 일인 

네모, 셰모, 사선, 점 등을 만들어보셰요. 우리가 엉게 생각하는조명등저럽, 이 

S엔에서 내가 상상맡 수있는 매턴틀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턴을 그릴 

것인지요 상상이 안 되연 지금 응엔의 구조들을 룰러보세요 굉장히 무수만 

때턴들이 앙 언에 있잖아요‘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요. 작은 곡션, 트리이엉글, 

네모, 션, 짐 이런 것들을 공간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셰요‘ 바깥에 있는 

때턴틀을 공간안에 인들어낸다고생각해보셰요‘ 한쪽일로요. 이 앙안의 전체 

때턴을 내가 인들어 낼 거예요 공l.k끼|다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연 될 거예요 우선 

한 손으로 해보고요‘ 힘을 주지 않고 서서히 킬 거예요. 이 잉 안을 다 채우셰요. 

전전히 마무리 알게요 좋습니다. 

이제 두 그틀으로인들어 를게요.아까 첫 번째 그률 하셨던 문이 이 

공간에 서를까요? 이 안에서 만들게요 여기 있는 때턴틀을 이 공간으로 밀고 

들어와 보세요 이 공E뻐| 많은 때턴들이 있죠? 지금 흰번 관형을 해보시고 

저기 있는때턴을 이 공건으로 을어들인다, 이 공간에 내가매턴틀을 믿든다고 

생각해보세요.한손으로 시직하고 영팍하게 끝나는 지점을 생각해보세요‘지금 

때턴을 믿드는시작점은 다들 룬영한데 그게 어디서 몰나는지 룰룬영해요. 내가 

션을 그렀으연 몰이 어딘지, 원을 그었으연 어딘지, 룰걸이 어디까지 갔는지 

시작과 몰이 조금만 분명하연 풍을 것 같아요‘ 시작과필이 명팍히려연 내가 

사선으로그럴건지 직션으로그릴건지 지시가 정확해야해요.슨을 바빼서도 

혜를게요 몸만 계속 따리가연 안돼요 내 목표를 내가 을고 가야 돼요 스미드틀 

조금만 내를게요.삐르게 알 수도, 느리게 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앙슨 다 

쓰셔도 괜잖아요. 두 일을 동시에 쓰러는 말이 아니러한 밀로 갔다가 반대 일로 

을수있어요. 그래서한필로원을그힐때다른흰필이직선이 짙수도있고 

두 필로 한꺼번에 틸 수도 있어요.아까 말을드었듯이 삐르게 킬수도 있고 

전전히 킬 수도 있고 굉징히 일εf질 수도 있고요 삐르기에 따랴 동작이 완전히 

딜러요‘ 록잡하게 만들어빌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을 조금인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연 풍을 것 겉아요‘ 이 캔버스가 그냥한 연이 아니랴 입체적인 공간 전체에 

그립을 그린다고 생각하셰요 스피드도 생각하시고요 다시 안 번 혜를게요‘ 이 

공간 인에서 가를게요.스피드틀 동해서 내가 얼마나 다이내믹해질 수 있는지 

느여보세요. 아끼 말을드린 시간성을 계측생각해야 돼요. 시긴을 흩러가게 

하는 게 아니랴시긴을 내가 만들어내는 다이내믹힘을 연줄혜를게요. 디렉션과 

스피드는 정획하게 생각하고요. 삐른 건 더 삐르게 느린 건 더 느리게 하세요. 

중습니다. 동직하연서 중요한 건 내가 흥미로워야한다는 거죠 

내 옴직임에 스스로흥미로워야지 내가 하연서도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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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해지연 안돼요 킬을 91을 때가 있어요 시작은 였는데 내가뭐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리하는 거죠. 그래서 앙양을 잉지 않게 내 목적지를 정하고 내 

의도로써 옴직이는지 영아야해요‘ 생각이 앞서가는 건 아니지인 스스로 순간순간 

윌 안들어내고 있는지는 명획해야 해요 여기에 흰가지안 더 추가틀 한다연 

힐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같은때턴을 그리더리도 룬명히 질깅이 

다틀 거예요 질감이 다~죠 다른 질갑의 모형틀을 믿들연 중겠는데 우선은 

엉게 고제, 기져| 등으로 물질을 싱정해 정돈을 혜를게요.액져|인지 기체인지, 

흑은 고제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틀 들어 기져|리고 혔을 때는 담배연기도 그닝 

연기랑은 다르죠 퀴퀴한 담배연기도 있겠지만 모닥울에서 나오는 시커언 연기도 

있을 거고요 신들바람의 아주 가벼운꽃힐기도있을 거고 아지랑이 같은 것도 

표연알 수 있겠죠 이렇듯 기체의 성질도무엇01나이| 따러 굉징히 다르잖아요 

내가 똑같은 서클을 그러더러도 담배연기틀 생각하고그었을 때와 션풍기 바람을 

생각하고그었을 때는 완전히 다틀 거여|요. 액지|는 어떨까요?멍울의 느낌도 

있지만 물저럼 아주곤적끈적한 느임도있겠죠‘ 인악 내가 을속에서 이 매턴들을 

그린다거나 폴저럼 끈적곤적흰 액지| 상태 속에서 그린다연 영샌 더 다른 느낌이 

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젤리 느낌도 있을 테고요 기를저럼 미끄럽게 측 

지나알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서로얘기혜를까요? 네, 녹은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있고요 흙당울과 진흥도 있겠네요 탄산수, 그것도 재있겠네요 기포기 

용용 튀연서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l 춧농은 일어지연서 액져|였던 물질이 고체가 

되니까 약간 다른 느임이 Lf을 수 있을 것 겉아요‘ 계속 한번 싱싱해보셰요 같은 

액제리도 다형태가 다르니까 내가뀔 싱상하느냐에 따랴서 내가 그러는때턴이 

룬영히 딜러힐 거여|요. 고져|도 굉장히 떡떡안 돋도 있지만 밀링안 고무 같은 것도 

고제잖아요.얼음도 자갑고 미E럽지믿 고져|일 테고요‘ 메틸과 유리의 느낌이 

다틀 테고 전과 구슬의 느임도 다르겠죠 정말 무수히 많죠? 상태가 다 다르고요 

이런 물질들이 가진 상태틀생각해보셰요 그러연 매턴을 그럴 때 도율이 될 

거예요. 아까의 디렉션이나 스미드는유지하고요‘ 힐러티에 대한생각을 하연서 

민들어 를게요. 운영히 내 몸이 달εf질 거예요‘고제 싱태로 킬 빼 내 몸도 고져| 

~태로 연하게 될 거고, 기져|로 됐을 때는 내 몸 역시 기지|저럼 가벼원질 거여|요. 

물속으로 할 때는 내 몸도수영을 하듯 달리질 거고요. 일딘 머릿속으로 내가 세 

가지 성질 중어떤 것을 인들지 몇 가지틀 생각안 다음 옴직일게요 이번에는 

증룬히 공간 쓰셔도 풍을 거 같아요. 

몸이 직픔이 됐어요‘ 그죠?다앙한 질감이나형태틀 표얻었을 빼 어떤 

흥미로운느낌이 있었나요? 

짐여자1 잉g성에 대해 저음에는 힐 몰랐어요. 그형지만 기져| 같은 질감을 

표연하는 것은재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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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업 필로그려야 하지안 이 필이 용직이기 위해선 내 몸의 싱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3ε 모두연컬되어 있으니끼요. 말로그려내긴 하지만 특정 부분만 기지|로 

가는 게 아니랴 내 몸 전체의 싱태가 엄께 바뀌어야 그런 질김01 나오는 거죠 

짐여자2 밀읍하셨던 것저럼 저음 g연한 질감이 다음 질감으로 픔겨가는 

느낌이었어요‘ 

자진업 그렇죠? 질감이 계옥 바뀌죠어쩔 수 없이 때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제 인에서민 계측바뀌는 게 아니랴 고져|에서 기제로, 또 자연스럽게 액제로 

가는 식으로 일정한 매턴을 두고 내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 같Of요‘ 

짐여자3 저음엔 생각을 막 혔는데 그 뒤에는르름이 생기니까 필믿 

율직인다기보다 몸의 높닝이가 바뀌었어요. 

자진업 밖에서 큰 그럼으로 왔을 때 높낮이도 굉장•I 명획하셨어요. 의식을 

서로 인 하고 자신의 표연에 집중을 히다 보니 누군가는높아지고 누군가는일리 

지나가고 또 어떤 순간은 비슷한 템포로 머물러있기도 하연서 뭔가 암호확 펀 것 

같은느임이었어요 

짐여자4 마지믹이|는 질강 핀딘 없이 그닝 음익에 맞줘서 했어요‘ 

자진업 사실 의도틀 갖고 하지믿어느순간엔 그닝몸이 저혈로 따랴가게 되죠 

결국앤 다 다른 의미틀 갖고 했는데 큰 그림으로 웠을 때는 어떤 같은 

그립 인에 다 들어와 계셨거든요‘ 굉장히 힐 어우러졌던 것 갈아요. 사실 여기서 

계속 한 가지펙 살을 룰이연서 여러 가지를 일 수 있어요. 여|를들어서 윌리티틀 

다앙하게 접근해서 더 다째로운 표연도민들수 있고,스미드도 있지만 깅약이나 

를릅 같은 것들을 조절해룰수도 있고요 상상하기 나를인 거예요‘ 이러한 표연을 

우리가 컬러로 한다연 어떤 컬러로 색을 일하느냐에 따랴 다르게 표연 될 거예요. 

몸이 바뀔 거고요 내가 노린색으로, 하얀 색으로 흑은 먹색으로 그렸을 때 그 

모든 형태가 다 달러지거든요. 안무가들이 지도맡 때 영태적으로 보이는 것을 

접근하는 것 보다는행위를 하는 사람의 생각01나 콘씹트틀 명획하게 주연 저절로 

몸이 바뀌어요 아까 얘기였던 바다 테크닉이리는 게 그런 베이스에요. 흥미로운 

건 누군가의 똑같은동작을 정팍하게 띠랴하는 게 아니랴 5번 쩍추 뼈를 40도 

킥도로 정고 이런 동직을 해et, 그러연서 그 느낌을 계속 설명하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느낌으로 싱싱한 것을 흩아내요. 영태는조금액 다틀수 있겠지만요. 

신제를보이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니랴 몸안에서 바윌 수 있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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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의 형태가 바윌 수 있도록 울직임을 만들어내고 그형게 안무틀 하는 거예요 

그럼 짐시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 를게요 

각자 부딪히지 않게 죄대한 냉게 자신의 공긴을 획보하실 수 있어요? 

자유톨게 즉흥 댄스를 알 거여|요. 어떻게 추셔도 돼요‘ 제가 음악을 중간 중간 

바물 거예요 조영은 어둡게 일게요 콘씹트는 없고 음익에 맞춰서 자유톨게 흠을 

주셔도 되고 바닥에 누우셔도 딩니다. 잠시 음익에 몸을 맏긴다 생각하고 음악의 

느임을따리가셰요 

이번에는 두 영씩 미주져를게요 주거니 믿거니 알 건데 싱대앙이링 

니링 계속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질게요. 느슨해지지 앉아요. 유의맡 점은 

sκH앙과 내가 각각 5대5로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7으| 힘을 가지연 

싱대앙은 3으로 밀리죠 서로1。을 계옥 강고있어요 10의 상태에서 살픽 힘이 

오가는 것이 기브앤테이크멍ive and take)Oll요. 서로 근육으로 버티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선 한 영이 리드하연 다른 

한 명이 따랴가세요. 두 문이 동시에 하지 말고 서서히 를직여를게요. 공건을 

이동하셔도 되고요 느슨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줄어있는 지점은 겉아요. 손목에 

힘주고 하세요. 서로 버티지 않게 계속 곁은 힘이 주거니 알거니 영니다‘ 이제 

리더틀 바￥|보셰요 파트너한테 집중하고요‘ 

인들지 말고느끼셰요. 지금우리는 손목의 힘으로 대확하는 거여|요. 

말을 거세요 내가 정획하게 말을 해줘야 싱대빙도 알아들어요 지금대찍가 

안동하잖아요. 지금 상태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을 컬지도 않고 있어요 

우선 대답안하연 돼요. 내가 말을 알게요. 대답 하셰요‘ 내가 하는 앵우|에 대해 

명획해야돼요. 저 쪽으로 기랴고 얘기를 하고이쪽으로오리고 명획하게‘ 겨|속 

한사림이 리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순간 자연스럽게 누가 리드하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지금은 저음 마주하는 거니까 명팍하게 한명이 말을 컬어보세요‘ 

그리고 들어 보세요. 대답을 일 때도 말을 거세요. 헤매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밀고요. 오케이.됐습니다‘ 연 변인 다시 혜를게요‘ 잉 알 쓰셔도 괜잖으니까 흰쪽 

슨이 힘들연 바꾸셔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필을 바꾸기도 하고 삐르게 돋리겠다. 

직선으로 가겠다, 뛰어가겠다는 식으로 말을 거세요. 마지믹으로 파트너틀 

바뀌룰게요 다른문이링 만드니까 몸이 달러지죠 상대응뼈| 띠랴 계욕 달러져요. 

또흰 계속 맞춰가연서 상대앙을 이해해야해요‘ 

지급 한 동작은 아주 간딘한 울직임이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잉식으로 상대앙과 대화틀 이어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앙 몸의 언어틀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났을 때 내 밀인 하연 안 되고 흰 명이 수동적으로인 

가도 인되고요. 양상 5대5로 동등하게 가야 되거든요, 아까제가 말을드린 것저럽 

연대무용에서는 듀엣을 알 때 남녀의 구문이 없어졌어요. 가렁 남자무용수들은 

링싱 여자 무용수를들어 주고 여자들은 양상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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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역일로서의 듀엣을 고집하지 않아요.여자 무용수도 남자 무용수틀들어 

을릴 수 있고 다앙한 앙식으로 서로 접족을 일 수 있거든요. 어뤘든 가징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리몸으로 계측 서로틀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는 시도틀 했을 때월샌 더 삐르게 깅각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제가 

듀엣을 중아하는 이유는 듀엣을 혔을 때 제 습관이 금앙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슬로로흔자 흠줄 맨 이렇게 추든 저형게 추든 상관없는데 듀엣으로 파트너를 

믿나연 내 습관도 드러나고또 그 읍e_fOI 싱대앙과의 상호작용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울직임을 상대앙에 의해서 잦아나가게 되기도 하더리고요‘ 싱대에 

따러서 굉장히 달랴지기 때문에 접촉을 하는 걸 중아하기도 해요. 밀없이 서로 

몸을 부대꼈는데 감각 호흘이 쩍쩍 맞는 파트너틀 안날 맨무쩍 신이 나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혜요. 지금 간담하게 했지안 니중에 시간이 되연 점점 많은부위를 

접족하게될거예요‘ 

여러운과 많은 컬 하지는못었지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몸속의 내부적인 것을 표줄해냉 때는 스스로 진파 획신을 가져야한다는 거예요. 

똑같은동작을 만들어 내더러도 그걸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팍실히 인지해야 

내 몸 싱태가 달랴진다고생각 하거든요‘ 아까믹흠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몸동작을 보연 담순한 것들의 반목으로이루어졌어요‘ 지금은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얼거 아니에요. 무용 동직 한다고 하연 멋있는 동직 띠랴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안 동작은 완전히 I:!숨안 표연들이 계측 안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장힌 것들이 아니랴 몸으로 때턴을 인들어 내는아주 닫슨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띤 힐김의 연회보다는 형태틀 다르게 만들려 했던 

것이고요 예를들어 제가 거리에서 택시틀 잡고 있고 지나가는 시림들이 인사틀 

하고, 그러다가 ‘몇 시지?· 하는데 술;어| 와있어요‘ 씨가 빽댁 울고 있고요. 사실 

무용수로서도 무혀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몸의 싱태가 순간순간 바뀌어야 하는 

그런직엄들이어서요. 

어떻게 보연 결과적으로는 비슷흰 흠저럼 보이지만 앵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 몸의 영태나질감을 내 생각에 따랴 순간순간 바뀌야하는 직엄을 

쓰기 때문에 흥미톨죠몸Olet는 게 무쩍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룰구하고 

무수한 결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매번 저회가 하는공연을 보연 비슷한결 하는 

것 같지인 사실 어띤 앙식으로 내 몸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리새로운 경엄을 

하거든요 

또한 제가 여성이다보니 여성으로서 느끼는어떤 감각이 있는 것 

겉Of요‘ 성열을 딘정하고 말하기에는애매하지만 만약 제가 남성이었으연 

남성으로서의 몸이나 감각을 고민혔을 거예요‘ 제 몸이 여성이다 보니 이제껏 

경엄한 여성으로서의 몸의 요소틀을 통해 여성의 심리나 과거에 인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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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사회적인 동녕 같은 것을 되징어 보는 것 갈아요. 

내 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 의문에서부터 동직01 시직 된 

것 같아요제 몸을 보연서 여성의 몸이et는 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남성의 

몸과 어떻게 다른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딜러서 어떻게 동작을 다르게 맡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가 다름을 어떻게 안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흰 답을 몸에 대한 탐구에서 얻는 것 같아요.저|가 아는어떤 영국 아티스트는 

테크늘로지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프로찍션이나 바디 워킹 같은 것을 바팅으로 

인국에서 작업을 해요. 한국댄서들이나 배우들로부터 연국어와한국적인 정서를 

끄집어내연서 여기에 영국의 어떤 심리적인 얘기틀 보태죠. 익간 동서앙의 

문화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흥미로울 수 있는 한국 

여자들이 생각하는 미(윷)에 대한 기준을 징어보기도 하고요.시간이 흐르연서 

결국 여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딛 것인지, ‘미래의 아를다울’이εi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짙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성의 몸은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틀 담고 있잖아요. ‘여성의 

몸’이리는확두만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틀 생각해룰수 있는데 실제로여성의 

몸을 가진 사림으로서 제엄하고 변화해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4월에 이와관련한 리서지 작업을 했는데요, 옛날부터 여자들은 다리를오므리고 

다소곳하게 앉아야하는 예절이 내려왔잖아요. 사실 집에서는이런 예절과 

관계없이 다들 펀하게 앉아 계시잡아요‘ 뭔가 여성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깅압 믿는 부문이 많아요 룰먼힘을 강요당하는 거잖아요.중국에션 빌도 직아야 

되고요. 이런 관습들이 여자의 몸을 옥죄죠과거에 만들어진 여성의 예절은 

닫슨히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겉아요 오늘날에는 점점 그걸 깨고 나가려는 

올직임이 있죠. 그렇다고 제가어띤 반강에서 직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살있는지, 그러한 흐름속에 지금은 내가 어떤 것을 짖고 있는지 

탐구하다보니까재있는 옴직임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연 이런 리서지들이 결국엔 내가 나틀 더 알아가려고 하는 

직업인 거 같아요 제가 이번 작업을 하연서 생식기에 대한 쩍을 왔어요 근데 사실 

인체의 세세한 부룬들에 있어션 내 몸인데도 룰구하고 우리가힐 모르잖아요. 또 

여성 몸에 대한 서적틀을 보연서 ‘Of, 내 몸이 이렇게 융직이고 이런 구조로 되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구나.’생각었고요 예전에는 여자니끼 당연히 생리틀 하는 

것이리고 받아들었지민왜 그형게 되는지는 고민하지 않았죠 지금은‘내 몸이 

이형게 울직이고 있구나.’ 생각하연서 되징어 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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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힐-시 

초엑찌 엉엉팀 도시-예(d。ssier) 

1 각자의 앙에서 정중들과 돋아가며 안뇨H각. 

2 밍이|서 모두나와서 연결‘ 회오리 

영상으로만뇨H각. 

3 다힘께대찍‘ 

Ye。n - Hap - Si 
Transcendental Inte rdisciplinary 

c。Uab。,ation Team D。ssier
1 Meet with the members 。fthe

audience in each 。f their r。。ms.

2 Every。ne leave their r。。mand

c。nnect Meet in the f。rm of a 
w hirl. 

3 Talk to each 。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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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 

Ye。n - Hap- Si 
초학제 협 업 팀 도시-에 (dossier) 

공연 

‘연-영-시’ 징소 이동형 퍼포먼스 지짐서 

관객은 다섯 개의 그률(A, B, C, D, E)으로 나인다. 자신이 ;연 그률은 우즉 

하딘에 얼마엣으로 표기되어 있다‘ 킥 그틀은 5개의 공건을 반시계 잉양으로 

이동하며 관람힌다. ‘연-앙-시 공간 지도’를 잠고하연 펀다. 각 공간에서 발생하는 

퍼포먼스는 15룬엑 진앵펀다. 15룬이 지나연 종소리가 난다‘ 종소리를듣고 다음 

공간으로이동힌다. 

이|시 

그틀A 

억영선(2。1) • 초|재정(202) • 서준환(203) • 배윤호(2。잉 • 
힘성호(로비안쪽) 

‘연-~-시’ 공간지도 

201 ‘연주-업과용경’, 박영선 

202 ‘투명 엘리베이터’. 죄재경 

203 ‘1930년대 중반의 앙C 서준환 

205 ‘극장을 들고 가는 사내’. 배윤호 

로비 ‘숨 쉬는 빛’, 김재민 

로비 인쪽 ‘소리와 의미’. 힘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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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잊며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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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및소강 

김제민 ‘도시-이|어ossier)’이|서 퍼포먼스 연줄을 맏은 김재민입니다. 일딘 

퍼포먼스는 재미있게 보셨나요? 박영선 선생님께서 조획제 영업 팀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고, 짐여한 예술가룬들이 각자를소개한후 질의응답에 들어가연 풍을 

것같습니다. 

억영션 제가 오전에 도시-이| 팀에 대해서 밀을드렸거든요‘ 여러룬들과 같이 

보낸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죄재경 퍼포먼스 때도얘기했지만 약 3년간힘께 활동안 결과률을 

유튜브(Y。utube)에 을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룬들은 유튜브에서 잦아보시연 

풍을듯영니다‘ 

힘성호 저는 시틀 쓰기도 하고, 음악을 제외한 먹고쉴 수 있는 것은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힐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앞으로 40년은 더 살겠더리고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선 안 펀다는생각을 였고 한 가지 더, 음악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윤호 저는 다큐멘터리틀 픽는 배윤호입니다‘ 아까 밀을드린 것저럼 저도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있습니다. 학생들도 가르지고 있고요.주로영확 작업을 하고 

그와 E변한 기록 직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준환 저는 글을 섣는 서준환입니다. 주로 쓰는글은소설이고, 이제 번역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릭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고등과액원의 첫 번미| 프로그램에 

조정을 맡아서 힘께 일을 해오다가오늘 이 자리에 잠여하게 되었습니다‘ 

빈겁습니다. 

Q&A 

김제민 퍼포먼스에 짐여하연서 공급한 점이 있으섰다연 이 자리에서 

밀을해주세요 

짐여자1 직픔의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히|주실 수 있으실끼요? 

김제민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는데요. 이제껏 제가 직픔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들의 역맡이 굉징히 중요었습니다‘ 이형게 다이내믹한 배우들과 

어떻게 직업을 알 수 있을까이| 대흰고민 끝에 원른적인 개념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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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벌였습니다. 배우틀 보통 무당에 많이 비유하죠무당이랴는 딘어의 한자를 

보연 하늘과 영 사이에 슷대 하나틀 두고 흠을 주는 모습으로 영상확되어 있어요. 

하늘과 영, 자원과 자원을 매개해주는 역일을 배우들이 보여췄으연 중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콘셉트틀 바탕으로 작픔을 하게 됐어요. 떠포언스의 공간에는 

공교톨게도 하늘과 명을 연결해주는 기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E써| 

맞는 콘셉트로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첫 번째 접근 관점이었습니다 

퍼포먼스틀 보시연서 약간 제의적인 느낌도 밑으셨을 거여|요. 저회가두딜 전에 

회의를 하연서 알게 펀 사실인데, 예전에 경기징작센터의 자리에 선강억원(선강 

수용성이 있었어요 장소 자져|에 역사적인 사연이 깃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사를 하고 갔으연 중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곳의 기운이 강했던 까닭인지 

퍼포먼스틀 하연서 머리를태울 뻔했는데요 다앵히 짐여자문이 뒤에서 작게 

비명소리틀 내주신 덕에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사하는 의미를 퍼포먼스에 

딩자는 의도가그 두 번째 접근관점이었습니다. 

짐여자2 기픽 딩시 오브제로서의 공간과 기등에 대해 생각하셨나요? 

김제민 원래는오브제로 기등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연장에 있는 기등을 휠용하는 면이 더 적앙맡 것 겉다는판암으로 떠포언스를 

진행했습니다. 

짐여자3 밀가루틀 왜 뿌리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화의 의미랴고 왔는데요‘ 

영상의 어돔과 빚 사이에 밀가루가 뿌려지연서 연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억영션 그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짐여자4 3년 동인 힘께해온 선생님들으| ‘연-영-시’ 모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80년대으| 30-4。대 공간, 비원 쪽에 있는 그공간에서 한국 

연대예술의 모태가 이루어졌다고들었습니다‘지금은다 돋아가셨지믿 

깅준혁, 강준일 선생님 등 연국인 초|조의 예술깅독과 같은문들이 정은 

30-40대 정년들과 모여 음익과 전동을 얘기하는그런 자러리고 알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 당시 소극장의 모든 공연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흰한 집을 빌려서 매주금요일마다 

빔새도록 모임을 갖고 그형게 몇 년을 지내셨다고들었습니다. 그게 

다시 회목된 우리니랴 연극의 시작이리고 들었어요. 

킥 룬야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연 시점에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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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으로 모임을 가지신 것 겉아 관심 있게 왔어요. ~강의에서 

우리의 연재를얘기일 때 그컬 추적of71 위한 이야기틀 근대에서 

가져온다는 얘기를들으연서 ‘우리가 근대를제대로 반추하고 

추적해내지 않으연 연 시대틀 제대로 91을 수 었다는 이야기틀 하고 

싶으신 것인가?’랴는생각을 했어요. 

또 션생님께서 정답을 주거나 이야기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랴 굉장히 파떤화된 이야기틀을 던져 주셨기 때문에 직픔을 

원어가는 사럼에 띠러해석이 딜ef질 수 있겠다는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연서도 연결고리를 스스로 잦아야하는 숙제들이 많이 

제시됐기 때문에 좀어려웠다는생각도들었어요 

연국의 오래된 사진들과 그럼틀을 보여주실 때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고요. ‘Of,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인의 정신이 있었구나.그런데 힐못된 

근대를 받아들이연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었나 보다‘’ef는 생각도 

했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조금 더 들었으연 하는 바람입니다‘ 

억영션 제가 주로 다웠던 사진Olef는 매체가 아주 근대적인 우|치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인이 많았어요 사진을 찍을수록 계속 고인이 생기더리고요 

사진이란 매져|를 공부해보연 사실 굉장히 무서올 때가 있는데, 그런 두려울 

측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고민였어요 옛 그림들을 보고, 작업을 

하고, 공부도 하연서 그 고인을 해결해나킬 앙도틀 짖으연서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명획안 연결고리틀 져|시일 슨없어요. 고민의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요. 

잉으로 조금 더 셰부적인 것을 잦아가는과정이 딛 거리고생각영니다‘ 

짐여자5 투명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죄재경 투명 엘리베이터와 울안정성,수획적 개념 자져|는 전달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와 저기, 공간과 공간 사이으| 엘리베이터에서 여기와 저기, 

공간과 공간 서로틀어떻게 룰 수 있는가Oii 대한 의문이 생겼죠. 동영어진 과획과 

예술, 너와 내가 안나서 서로틀 어떻게 생각알 수 있고 어떻게 비ef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투명 엘리베이터에 대한 퍼포먼스틀 진행했어요. 

짐여자6 엄성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저럼 각기 다른 룬야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언어로소통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는앉았는지, 다른 소동의 

도구를 사용하셨는지 궁금영니다‘ 저도 수액에서 국문액으로 전공을 

픔겼을 때 시림들이 굉장히 신기해했는데요- 저는 하니로 통하는문이 

있다고생각했어요. 저는 여러 션생님이 이 퍼포얻스에 잠여허|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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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극을 받았고 너무 반기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안남, 그 찌릿찌릿한 자극속에서 소동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밍니다. 

엄성호 신경외과에서 뇌를 MRI로 많이 찍지 않습니자 그 결과틀을 보연 시와 

수획, 동떨어진 것저럼 보이는 이 두 개의 양동이 사실 우리 뇌의 같은부문에서 

이루지는 것이리고 힐니다. 이와 겉이 과액과 예술의 동합도어엽지 않있습니다. 

짐여자7 흰 룬, 흰 문의 개열성이 느여졌고 이 떠포먼스가 왜 ‘연-합-시’인지 

일 수 있는시간이어서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껏 믿든 토앙이| 

조대펀 느낌, 같이 노는 느임이 나서 좋았는데요. 그틀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대하연서 흑시 고려하거나 기대했던 부문이 있었는지 

긍금해요. 

엄성호 흰 번 부딪치연 뭔가 증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짐여자8 그 부문이 아까 선생님이 말을해주신 ‘끽지 끼우기’와 닿아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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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여졌거든요. 요즘 일하연서 느끼는 건 믿나야 알 일을 전회로 하고, 

전확로 알 일을 톡(SNS)으로 하는일들이 빈번해서 오히려 안남이et는 

거|, 증돋이리는 게 밀요하다고 생각했어요.오늘마주힌 작픔들이 

연-엉-시가 증돌하연서 만들어진 토앙이고 선생님들의 영토인 것 

같다는생각이들어요. 

엄성호 저음에는 증돋이 엄청났어요. 서로안 잊고 얼굴을 물히기도 였죠 

짐여자9 엄성호 선생님의 퍼포먼스중에서 시 뒤의 모음을 다시 흰 번 들어룰수 

있을까요? 

엄성흐 인디언측의 언어 같은 게 나온 거죠‘ 정밀 아무뜻도 없어요. 읽으연 

운율안 남아있어요 제가 아까증돌 이야기틀 했지만 증돋해서 이런 결과틀 

얻는 건 큰 수획입니다. 저음에 제가 이걸 끊어서 얽잖아요“나는, 저”이형게 

나가다가 접자 글자를 해져|허|서 얽어요. 저음에는운율도 맞춰서 •q,는’이리고 

혔다가 나중에는 시간자를 오래 두고 읽는데 이틀 듣는 시림들이 나중에 음을 

잊어버려요. 접자 더 간격을 두고 원으연 사람들이 문징의 의미를잊고 운융을 

잦게 돼요.그걸 느끼게 해주고 싱고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짐여자10 두려운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오늘 션생님들의 퍼포먼스를보연서 

‘보는 걸 온다고 맡수 있을까?들리는 게 실제로들린다고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떠포언스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의 의도가 증분히 전달펀 것 같Of요. 시의 의미를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고막의 율럼일 

뜸이리는 생각01 들었어요. 

엄성흐 언어로무엇을 전딩힐 때 무언가틀 빼놓지 않고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 

겉아요. 전제로 다가갈 수 있는 앙압을 짖는 거죠 개미들은 더듬이틀 이용해서 

정보틀 교환알 때 전체틀 교환합니다. 을른 피조물의 언어 중에서 인간의 언어가 

죄고입니다. 하지만 다른 피조울들은흠을 주거나‘더듬이’리는육져|의 어떤 

부문을 맞대연서 전져|틀 전딜하는데, 인간의 언어는 온전히 전달이 되지 않아 

씨울이나는겁니다‘ 

짐여자11 저흐|가 니지!(Friedrich Wilhelm Nietzsche)에 대해 아는 것도 

전부 번역되어 있는언어틀 통해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형성 니제틀 

두세 자려| 거진 번역을 통해 이해해야하는언어의 갑갑힘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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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요. 선생님은 일어로 독일 컬액자의 심정을 가슴으로 느끼연서 그런 

흰계성을표언하신 것인가추즉혔어요. 

서준환 지금밀을하신 부룬이 이마도 제가 193。년대 지식인 퍼포먼스틀 

힌 이유에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니제틀 그런 록집안 정로를통해 알게 

되어 사실은 제대로일기 어엽다는 것은 정픽흰 것 갈아요‘ 힘성호 션배연테 

얘기했어요 • • 니져|의 먼지틀 일온어로 읽고 있다.” 그게 이싱일 수 있어요. 하지민 

저는 이싱하지 않았어요 져|가 일온어틀 독혁안 이유가 니져|의 먼지틀 얽기 

위해서였으니끼요.그러니까 저는 이상알 리가 없죠 근데 힘성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리고요 .이건1930년대 지식인 코스프레다.”그래서 우리 퍼포먼스 

져|목을 ‘1930년대 중반의 앙’으로 가져오고그 아래서 ‘어떤 것을 띠랴하고 싱은 

욕망에 그 베일이 드러날 수 있겠다.’고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행위보다 욕밍이 잉서지, 어떤 형위틀 하기 전에 자기가 무슨 

핀담을 내리거나 무슨 가지틀 쫓아가는 것 곁지 않아요 일딘 뭐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증오도 있고, 매흑도 있고, 

경멀도있고요. 매흑이 어떤 형동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매흑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안돼요. 

휠연잔1으 배윤호 션생님이 ‘안티고너|‘llntig。ne》틀 동해 무용수가 고대 

배윤호 

자바(」av허의 흠 동작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연서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 오래된 원작을 되살리는 것. 연재끼지 이어지는억겁의 시건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주즉해왔어요. 

그건 직업 스타일과의도가 조금 다른데요‘ 원래 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었어요그런데 공동펀 트리우마인 'Qt살l이란 무거운주져|틀 

예술로어떻게 승확시일 수 있는지,무직정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안티고너|〉리는 작픔을 안 이유는안티고네가 신과 인간, 그속에서 느낄 수있는 

인간의 비극을 힐표언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아 전져|의 비극으로 

연결해룰수 있다고생각했어요. 져|주 4.3사건과 같이 여러 니러으| 트랴우마가 

있는데 ‘그결 하나의 트랴우마로인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로 엮을 수 있지 

않을까?’리고 생각했어요. 

21세기의 새로운 아시아를생각알 때 10。-200년 전 선배들이 했던 

잉엄른이 아닌 실재에 구지|적으로 다가킬 수있는 새로운앙엄른과 폼의 형태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대부룬 자신이 속해 있는국가적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구지|적으로해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실제로자용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이 팀니다‘ 옛날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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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이나 영식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으니까그것을 새톨게 뛰어넘으려연 

실전적 밍엄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일요하죠 룬명히 어염긴 어엽습니다. 

짐여자13 저는 지금 획생인데 문효IOll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공부하연서도 

아직 믹연하고 벅진느낌인데 어떻게 다른 분야를 배원나가시는지 

궁금밍니다. 

엄성호 슈뢰딩거(Erwin Sehr。dinger)리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물리학자는 실엄도 하고 시도 었어요 동연의 시가 많아요 슈뢰딩거도 문제틀 

룰다가 인 울힐 때는 서구영찍틀 보며 머리틀 식히는 컬 중Of혔는데 이 시람이 

특이한 생각을 한 거예요‘ 서구 영화틀 보연 두 명이 권종을 흩아셔 서로 쏘고 

한 명이 혹고그러는데 매번 선흰 사림01 이기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형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슈흩|딩거는 이삼하게 생각한 거여|요. 심지어 악당이 먼저 

권종을 협았는데도 룰구하고 선한 사람이 이기는 것에 대해 슈뢰딩거는연구를 

시작었어요. ‘왜 선한 사람이 나중에 권종을 혈는데도 이기는가?’ 싱대앙보다 먼저 

혈아서 ‘저 사람으| 가슴을 맞휘야지.’ 하는 슨간의 공격성과 아무생각 없이 있다가 

‘월아야지.’ 하는, 생각이 근육을 지배하지 않는 순간에 대해 연구한 거죠. 

저는예스맨이러 거질을 못해요 술 먹다가 연극 얘기틀 혜요 얻L댁 

연극은이게 돋었어‘. 하고얘기를 해요‘ 그러연 상대앙이 그 말을 듣다가 .네가 

한번 혜를래?’ 해요. 그러연 ‘어?일았어 ••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말혜 를게요. 져|가 건축을 하는데 믿악 미술 화링이|서 ‘너 

건축을 하니까여기 와서 이런 것도 해외랴‘’ 하연 제가 또 가서 공간의 해석을 

해줘요‘ 그렁게 허|서 미울에 뛰어들었다가 전시도 하고요. 갑자기 영화만에서 

.혈, 나 암면영화 하나 만드는데 미술 좀 맏아줘.”하연 .그래, 일았어.’ 하고 

들록버스터저럼 세트로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어떤 사림들은 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아무생각이 없어요.그러니까 뭔가틀 의식하연 알수록 그림은 

굳어지는거예요.그래서 떤인하게 생각하연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수앵해야 

해요 주어진 일에 대해 여|스앤이 되어야 해요. 그러고 액생의 입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일찍 결정짓지 않아야해요.왜 그렁게 이른나이에 컬정을 지으려고 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정획하게 결정짓지 않고 떠도는데요. 그렁게 일찍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희망이 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은증룬하니까요. 

Yeco - Hap - s; 151 





E스모스 다앙(C。~) ; 

연대억지힐의잉.잉 

회전예. 

코스모스 다밍은 얘흩가들이 모여 시대와 

예융융 논혀고 이틀 훌유학던 근며 다.예셔 

부터 70년대 정년을의 혜앙구 음억다생. 

80년대 티켓다잉그리고 노인들이 드나드는, 

추억의 공간으로 그 용도가 축소된연.의 

다엉까지 끽각의 역샤, 의미, 기능그티고 

인테리어가중엉핀 용간이다. 각각의 시간과 

공간읍 압축하고 시대와 시대가, 사임과 

사람이. S수째술과 대§예술 등이 잉나고 

흘를하는콧으로 찌생찍찌조립여 가.쩌여 

모든 것이 예술일 수 있를 무한연 기를싱의 

공간읍 지양흰다. 공긴에서 멸져지는 다양한 

예용혀 g쩌 또언 전잉의 미술을 넘나드는 

정져엌에슐흑 자유로훌 g벼엌, 일상과 

밀집하게 연관된 에용혀 앙업른을 자용얀다. 

c。。A는 이 시대의 예슐이 어떠안 ?|.성을 

픔고았논지, 시며의 과.인 예술펙 대§의 

간곡융어떻게 줄일 수 었는지 그 기 •• 을 

목혹잉 • 있는 실엄잉이러 얄 수 있다 

2017년 ’예솔로 가로지르기’에서의 

코스모스다앙은예흩과예슐찌에 며g 

근본쩍얻 질문을 던져는 것을 시작으호 

연장에셔의 정년에슐인들이 어떻게 를겁게 

연대하고 보다 굳게 XttJ 알 수 있는지 앙께 

고믿하고실험혀는 .티가될 것이다 

Cosm。s Oabang (COO.야 

Laborat。ries 。fs。lidarity and 
Independence 

H。,iJe。nArt

Cosmos Oabang os a place where 

artists gather t。discuss the tomes 

and ort. R。mm。dern cafes t。 the 

seventeen music c;af,‘'5 f。ry。uth,

the 1980’s ticket cofes, and cafes 

that have been lomoted to a place 

f。rmem。ry, it is o place where 

the hist。,y, meaning. functi。n

and interi0< design 。,f a buading is 

s‘iperimposed. c。mpressin응 ..,,h 

t ime and space and aiming at a 

space 。f infinite p。ssibilities con 

all be art where the times, people, 

ar、d pure art웅녕 Pl>p art ∞”ideand 

clash and can be repr。du야d end 

reassembled. The vari。us artistic acts 

inspace als。 b。rrc:rw artistic meth。ds

that are close’yrelated t。 evervda( 

’ife that transcends typica’ aπ on a 

free f。rm. The c。DA is a lab。,'Otooy

that con see whet possibmties the 

art 。f this a용 holds, and how to 

reduce the gap between art and 

the publiζ which os a task f。ur。ur

time‘ In 2017, the c。smosDabang

in 'Crossing ThtαJghArt' 찌l ~· 
as a space to start thinking ab。ut

fundamental quest,。ns ab。ut the 

arts and the w。rld 。fart Then it will 

be a place to think and eφeriment 

t。양therabout 뻐wyαmg artists can 

i。yfully integrate and be m。re firmly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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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다방(CODA) 

연대와자럽의 실험실 

Cosm。s Dabang (CODA): 
Laboratories of s。lidarity and Independence 
회전예술(김수환, 박혜민, 백인태, 오석근), 

극단신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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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무엇인가? 나는 어떤 예술인이 되고 싶은가?그렇다연 나는나인의 예술언어가 

있는가?전영의 언어에 갇혀 있지는않은가?흑은 자의식으로인해 그저 님들과 

다름을보여주고싱은것인가?나으| 정쟁상대는 바로영 당신인가?오랜시간 

고직펀 욕망의 길을 띠러가고있지는 않은가?일생 동인밀리는 작업안을 만들기틀 

원하는가?예술인의 성공과 실때의 기준은어디에서오는가?예술은새로운 시각과 

가지틀통해 인류의 인식, 감각의 픽징과 더줄어 시대와시스템을 연화시킨다 

하였는데,(획교와 책에서 배우는 멋진 이야기 짐고)왜 선배 예술인들은 자본주의와 

미술의 권역아래에서 그러도보수적인가?왜 작픔안에 전위적인 언어안을 잔란하게 

우겨놓고 되려 연실은투영하지 못하며 극록하고자하는모습조자 룰수없는가? 

미술과연실은 동떨어찌도 되는 것인가? 내가 안든작업이 미술이 유통되는앙식 

그대로 자온화되는것이 맞는잉업인가? 작픔이 필리지 않아 먹고 살기 엄든예술가는 

록지의 대상인가?왜 기픽자는정당하게기픽비틀 밭을 수없는가?나의 직업은 룬명 

사회에서 공공의 가지를믿들어 내고공적으로인정밑거나쓰이고 있음에도나는왜 

가닌연가?이 모든 것이 예술인들의 힐못인가?이 연실을 인지한대획과교수는 왜 

예술인들을 계숙해서 양산하는가?대액은근본적인 힐문을획생들에게 던지고연재를 

해결히려 한 적이 있는가?컬국선배들이 만들거나 부지를식[fOll C〕|어온 과거의 

힐못으로 인해 연재 우리의 가능성을모두잠식되는 것이 아닌가? 

연징의 예술인으로 살아가며 마주해야 맡꾀리에 꼬리틀 무는 위 질문은 

결코 흔자힘으로 줄어낼 수 없을 것이다. 컬국 울지 못한다연 우리는좀비저럼 

무기력하게 기존의 틀에 승용해야하며 누군가알려준 킬이 자신의 킬이et ;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지의 승리를증명하며 걸어야 알지 모른다‘ 결국 우리가 주제로 

연재를쉴아가기 위해,또 보다 나은 미래의 예술생태계틀 인들기 위해서는 변화틀 

믿들어야한다 그 앙업른 증 하나는 자신이 연재 마주한 문제의 당사자들이 엄께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예술 또는 비예슐적 얻동/실전을 통해 연찍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형다연 우리는 어떻게 지리적 흑은 시간적 연대를 넘어 동료를 안날 

것이며. 그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의 횡동을 만들수 있을까?각각의 

그를마다그들이 마주한 상용마다또 지역의 문화생태계 등에 띠랴 답이 다를 

것이다‘ 다앙한 예술적 실엄을 동해 자신들에게 적앙한 앙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죄선이러생각흰다. 자후 실엄이 생이고 핀담에 따른앵동이 이어 진다연 기존의 

시스댐의 등새틀 얼리고 이틀 팍징힘은울른다른 주마수를 가진 새로운 계를 

믿들고있는 자신들을 목격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얀 어떠한 노역에도 울구하고 상항이 어엽게 되어 ‘이것은 실매다.’리고 

선언알 수 있지만조냉알 밀요는없다. 정팍한 룬석은 일수지만 실매의 요인은 가끔 

시대, 환정 등룰가동렉적이다. 더룰어 실전을 동흰 변호}는 이미 나Oii게 또 우리 

주연으로 서서히 떠져가고있고 보다 나은 엉엉른과 지허|를 주는 것은울른다른 

이에게 새로운도약을 주는 장구가되기 때문이다. 이싱하게 세상은 엄게 바뀌지 

않는 듯 하지믿 보이지 않게 어느새 히나 둘 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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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다로흘대상-

연대미용~·우리를 위합 예융영억 

강수미 

‘끼디로운 대상-연대미술과우리돋 우|얀 

예울껄액〉은 아티스트, 비명가, 큐레이터, 

김상자 일반, 예술가지망생,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등 다앙한 입장과분야에서 동시대를 

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심과 동시대의 미액을 

교자 사유안다.특히 강연에서는까다로운 

대상’이랴는용어로압축해 미규정성/ 

규정물가능성, 울팍정성/룰확실성, 유동성/ 

액져|성이 강혜진 연대미술의 특성과 경g을 

분석하고, 나아가연재적인 동시에 앞으로 

지양맡 미솥에 대해 논의일 것이다. 

A Picky Target - Art Phil。s。phy

f。r Us and c。ntemp。,aoyArt 
Kang Sumi 
‘A Picky Target - Contemp。raoy

Aπ and Art Phil。s。phy f。rUs> 
c。ntemplates the crossing 。f
。ur。wn life and c。nter끼p。raoy 
aesthetics in various p。siti。ns
and fields such as artists, crit ics, 
cu rat。,"S, general audience, 
aspiring artists, and arts and crafts 
w。rkers. In partic미ar, the lecture 
w ill analyze the characterist ics and 
trends 。f c。ntemporaoy art, w hich 
is c。mpressed by the term ‘picky 

target’, and w hich is characterized 
by N。t Prescribed I Imp。ssible

t。 Prescribe, Indeterminacy I 
Uncertainty, Liquidity I Fluidity, 
Als。,wewill talk about the kind 。f
art we sh。uld pursu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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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cky Target -

Art Philosophy for Us and Contemporary Art 
강수미 

깅수미 여러문 인녕하셰요, 강수미입니다.제가 오늘준비한 강연은 예술 전공자들, 

특히 컨템포러리 아트(c。ntemp。raiy a에에 접근하려고 하는, 흑은 좀 더 

심증적으로 마익하려고 하는문들을 위한 내용이 주틀 이률니다. 오늘 섹션의 

주제가 ‘Oii술과사회’인데, 제 강의도 주제에 부영하리랴 생각양니다‘ 

‘사회적인 자원의 예슬’이 오늘 제가 여러룬과 이야기 나누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문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 룬들이든, 어떤 관심 때문에 여기 

오셨든 E뻐| 다앙한 관심과 경엄에 입각해 강연 내용을 공유알 수 있을 거et는 

생각이 듬니다‘ 그러기를 바리고요. 

강의내용을 상징하고 입축하는 강의 제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끼다로운 대상’이리고 하는큰 싱징적 져|목이 있고요. 그 부제로 딜린 것이 

연대미술과 우리틀 위한 예술열획J입니다 여러문을 .|흰 것일 수도 있고 저를 위한 

것일 수도,아니연 월씬 더 보펀적인 의미의 공동제일 수도있고 사회나 국가일수도 

있고, 아니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는데요. 그형게 ‘우리 

모두틀 위한 예솔’과 관련한사유, 흑은‘동시대 예술이 어떤 생각들로 진앵이 되고 

있는지’를 논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제가 다녀온 지 약 한 딜도 안된 2017 

카찔 도큐엔타와 베니스비엔날레 내용도포힘됐습니다‘ 그런 의미로이 강연에서 

말하는 ‘연대미슐’은 진찌 지금 우리와 같이 템포(temp。)를 맞추고 있는(c。n-

temp。),지금 연재 일어나고 있는 미술(contemp。raiy art)입니다. 

경기문확재딘에서 미러 나누어준 작은 책자이| 강의록의 압축온이 실려 

있습니다‘ 저|가 언저 던져놓은 내용은 질문의 형태입니다.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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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이 명획히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연 풍을 아젠다(agenda) 

정도로이해해주시연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대, 또는 컨템포러리의 아름다율이 무엇일까?’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우리와 템포틀 같이 하는 미솥에는 아를다물이 있을11f, 있다연 그건 

어떤 미획으로 정의가가능를까?’그러고세 번째는, ‘언제나 미e.1, 먼저 잉셔서 

전제된 미술이리는 것,아름답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동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미술은 중은 것들 흑은 아를다운 것들과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해 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연대미술의 속성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이게 

바로 연대미술이야.’리고 말맡수 있는 미적 측성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형게 ‘주요한 측성, 윌리티, 질적인 것들이 여기 지금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et는 룰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에 도율이 되거나 

아니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이| 대해 생각해 룰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그런 것이 

진찌 우리 싫과 관계가 있다연 어떤 잉상으로, 어떤 잉식과가지, 역알로우리와 

관계하는가이| 대한 질문 또흰 던져 룰수 있습니다‘ 거일게 이야기하연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작픔을 보는 것도 현대미술과 관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는 

연대미술중에는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뿐 아니러 심지어 혜를끼힐 것 같은 연대미술도 마주하거|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져|가 강의록 잉부문에 질문으로 던져 놓은 

내용의온뜻입니다. 

이런 여러 중요하고도록잡힌, 사실 전공자가 아니랴연 굳이 일상생휠 

;어|서 떠을릴 것 같지 않은 질문들이 어떻게 우리 삶 내지는 동시대와 

결부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가 미리 꺼내를까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딩01 

아니랴. 가능한 답@。ssible answer), 이런 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랴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의미나 가지로‘규정알수 없다’는 의도에서 그형습니다. 

우리 시대의 욕성이 매우 록잡하고 다S애}게 얽히고설켜서, 

·01것은 이것이야.’리고 담언하기 어려운시대입니다‘ 좀 더 정팍하거| 

이야기하연 울쪽실성(uncertainty)으| 시대를 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룰가능성\indeterminacy)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율은지, 저것이 

용은지. 흑은 이것이 아름다운건지. 저것이 추안건지에 대한 결정이 매우 어려운 

시대리는 겁니다.얼마 전에 제 미술비평집이 나왔습니다. 그 비명집의 져|목이 

t끼다로운 대상 2000년 이후 흰국 연대미술,(글양아리 줄핀A”입니다 부제목 

그대로 2000년 이후 연국 연대미솥에 관흰 쩍인데요. 여기서 ‘까다롭다’는밀은 

사실 져|가 여러문에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연대미술의 중요한속성, 그러고 

심 측에서 마주알 수 있는까다로울일 수도있고요. 또 조금 전에 언급흰 보다 

억술적인 용어인 룰확실성, 결정물가능성Olet는 개념일 수도있습니다. 

이 잭이 나오고 난 후 교보문고굉확문에서 줄판기념 강연회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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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습니다.그 때 강연 주제로 잡았던 것이 ‘동시대의 아름다울, 동시대의 

미솥,이었습니다. 오늘의 깅연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믿,오늘제가 준비한 

것은 훨씬 더 전공에 가끼운 부룬입니다‘ 겁져지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술에서 발건하는 ‘아름다율(윷 beauty)’Olet는 것이 정밀 18세기 

로코코시대의 아름다울과 같은 것인지, 16세기 르네상스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지의 그 아름다울 같은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 잭에서 가징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시스(phys is)’와 ‘며|타

뀌시스(metaphysics)’인더|, 뀌시스는 말 그대로 울리적, 물질적 자원을 

이야기힐니다. 여러룬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흑강, 듣고 있는 저의 목소리, 저틀 

보는 것, 저틀 보연서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 느임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은 ￥|시스에 

욕업니다 물질들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그울질들의 세계 너머에 메타의 지원이 

있고 그것은 사고하는 것, 신에 대해서 싱상하거나 껄액적인 사변을 전개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그런데 그용어가보여주는 것저럼 메타뀌시스, 즉 혈이싱찍은 

뀌시스가없으연(meta-phys is) 물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룬들이 

경엄하는 것, 물질적·물리적으로 정엄하고 지각하는 것들이 매우중요하다는 

것이 제가오늘 여러문에게 이야기일 주제 증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이상액적인 

것들을 너무나 고자원적으로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뀌시스으| 자원을 양싱 놓치고, 

간괴하거나 무시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 특히 연실사회는 ‘어쨌든’ 뀌시스의 

차원에서 줄알힐니다‘ 미술도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이 질료틀 쓰는 것부터가 

뀌시스의자원이죠 

그러나예술, 얼획과 겉은 영이상억은그 뀌시스의 자원에 며울러있지 

않기 때문에 컬억01고,예술이고 형이상억입니다.메타자원을 물꾸게 해주거Lt, 

그쪽으로의 사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그러니까.입 먹고 살인하냐?”는 질문이 

·|시스으| 자원이러연, 그 너머의 몸과 미래에 대해서, 아니연 내 삶의 다른 다앙성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안다연 그건 뀌시스 너머에 있는지원을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술의 기능입니다. 

져|가 강의록에 이형게 었습니다. 앙금 이야기한뷔시스와 메El‘ 

뷔시스으| 자원이 컬힐펀 것이 예술이고, 우리에게는 형이상악과얼획, 예슐껄액이 

밀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 t.toll서 드러닝 다종다양하고록집다기한 연상들이 있다.그런 

연상들로부터 껄액적이고 예술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 

나아가 우리 스스로 의미를생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능하다‘. 

그러니까일상생활 측에서 경엄하는 파증나거나 기쁜 일, 흑은 

슬픈 일, 지각하는 온킹 연상들로부터 좀 더 껄액적이거나 예술적인, 거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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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자연 자기 자신의 삶을 구원알믿안 의미틀 해석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능력을 깅고 있을 푼 아니랴 예술을 통해서 극대찍 알 수 

있어요‘ 예솥과 영액을 공부해야하는 가징 중요하고도엄정난 이유와 그로부터 

얻을 이득이 거기 있는 거죠 

그형다연 ‘어떻게 닐 것의 정엄, 일상의 잡다한 연상들로부터 

긍정적이거나 가지가 있는 의미틀을 스스로 해석하고생산혜냉 수 있을까?’ 

이형게 노골적으로 질문알 수 있지 않겠습니끼?‘압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들 

그형게 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유의미한 무영을 상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리고 증분히 빈문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강의록에 써둔 내용을 

읽어보갱습니다 

.넓게는 지금여기 우리의 연존을 성될힘으로써 동시대의 미액을 

정의하고자하는 의지가 그 사유의 질문들에 딩격 있다. 그러고 

셰부적으로는 연대미슐/컨댐포러리 이트의 맥심 정~(tendency), 주요 

특성,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슐의 직용 및 역알, 예술 실전/ 

횡동의 빙엽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하는(해야 일) 질문이다‘. 

잉서 말을드었던 질문이 떠을랴야 우리 스스로 답을 짖으려고 하는 

노역을일수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허|를보여 드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앵형의(。ng。ing) 

직픔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온 전시와 국가관 전시가 있는데, 국가관 

전시에는여러 국가들의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그 파빌리온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홉아서 ‘골든 랴이언(금사자)’상을 주는데, 을해는독일E써|서 

믿았습니다. 독일관의 대표작가는 떡 한 영이었습니다‘ 우리나ef는 을해 코디죠|와 

이완 두 명의 작가가 나갔죠 국가관마다 큐레이터나 커미셔너의 잉식에 따러서 

전시 형태나 직가의 수가 다르게 결정되기도 영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비디오를 하나를 겁니다“독일의 

소el(Deutsche Welle)’랴는 독일국제앙승에서 2017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대표작가안네 임호프(Anne lmh。f)Oll 대흰 영상을 하나 민들어 놨거든요. 이 

영상은 압축적으로 임호프의 줄픔직 ‘Faust>를 소개잉니다. 영어로는 ‘Fist’, 

그러니까‘주먹’ 혹은 ‘주먹질’이ef는 직픔인데요. 이컬 보연 아마 보수적인 룬들은 

·01게 미솥이야?”리고 알 수도 있고, 또 연대미술에 노줄되어 있는 사림01리고 

해도 굉징히 복합적인 장르이자 징르를 횡담하는 것 같은느낌, 때션쇼인지 

연극인지 혹은오머리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느임을 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임호프는 4。대 조반의 죄근 가장 주목맡고 있는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주요 국제 무대, 전시징,공연징에서 계옥해서 문제작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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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요. 이 작가의 작픔은 회획, 사운드, 떠포언스, 연극, 조킥, 건축, 설지 등 

많은 징르가 록합되어 있는종합예술입니다. 여러문에게 임호프틀 소개하는 

가징 일자적이고 담순언 이유는, 연대미슐이 더 이상 회화나 조각, 밀 그대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시각여|슐의 전동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조형여|슐이 

아니리는 겁니다. 미술이리고 하연 그럼이나 조각을 떠을리는 사고로는 더 이상 

컨템포러리 아트틀 접근하기 어려워요 록잉적이고 다원적인 것이 컨템포러리 

아트입니다.룰른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밀우리 시대에 

그린 다원 예술이 일요한 것인지 생각혜 를 밀요가 있습니다만 직픔 자져|에 언저 

집중해보죠 

임호프의 직업은다원예술로서 컨템포러리 아트의 특성뿐인아니et, 소우| 

digital c。mm。dity(디지덩 싱픔사회)의 개인들, 특히 영은 세대의 문제를 아주 

날카톨게 건드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예술과 

사회’랴는주제가 연결딩니다. 컨댐포러리 아트가 대져| 우리에게 어띤 역맡과 

가지틀 가지고 있고, 또 어띤 우|지에서 나와 관계하는지 이야기해룰수 있습니다. 

임호프의 ‘Faust>작픔이 우리틀 건드리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텅 사회, 소쓸미디어 사회와 겉이 미디어로포화되어 있고 미디어로 자신을 

자꾸 노줄하는시대의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셰련되고 냉영하게 표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7l외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독일 국가관에 금사자상을 준 

심사위원들은 임호프의 작픔에 대해 이형게 평가했습니다 • 

• 까'e installati。n I perf。r「nance " Faust• is …a p。werful and 

disturbing installati•。n that p。ses urgent questi。nsab。ut

。ur time.” 
-The jury 。f the 57th lnternati。nalArt Exhibiti。n - La 

Biennale di Venezia 

해석하자연 “‘Fausb는 •f워룰하고 흘린스러운 설치 직픔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대한 굉징히 중요하고 긴급흰 질문을 던지고있다는 

것이다‘’리고 명가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조형적으로 뛰어나다든가 기교가 탁월하다는 

이야기틀 하고 있지 않슴니다. ‘우리 시대에 중요하고밀요로 하는 

디급한(urgent)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직픔은 강역하지만, 우리를 

흔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윌죠 즉, 관조의 영역으로 미안의 

유토피아적인 떤안힘으로 우리틀 보내주는 것이 아니랴오히려 혼란스럽고 우리 

시대에 대한 룰펀한 생각틀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그것이 이 작픔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지이고 능력이리고 명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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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 미술은 조영적으로 시킥여|슐의 형태싱 

우아하거Lf, 고유연 Of를다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룰펀한 인식과 

질문을 던져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 남들이 생각허리고 한 

잉식이 아니랴 이 예술가가건드리고 있는 빙식들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그것이 

바로 연대미술의 중요한 기능이리고 말일 수있습니다. 

이 작픔에 나오는 퍼포머들 대부분이 아주 정고 모엘과 같은 용모입니다 

임호프는‘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어띤 역알이나 캐릭터도주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모습으로 연징에서 퍼포먼스틀 힌다.’고 밀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형은세대를 대변해 보여준다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얼미디어로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필고, 그것이 계측허|서 싱픔이 되는 

것,연예인/비연예인들의 구룬없이 자신을 노줄하고 이미지화하는\image-
ready) 것, 그것이 디지텅 싱픔사회입니다. 

‘Fausb는 다섯 시간 공연이랴서 아마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은 드룰 

겁니다‘하지만 매우 많은 인파가 몰려서 관객들이 퍼포머와 힘께 섞인다는 점이 

독득하고요. !E 독일관 전져| 바깥에 울타리틀 져 놨는데 도베르만 미셔 개 

두 마리가 떠포머저럼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앉아있거나 옴직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개도 예술을 양니다‘ 

'White Waller,는 베니스비엔날레 연장에서 배포되는 징지인데, 

소우| 주목알 인안 전시를모아 소개였더군요. 그 잡지에서는‘Faust>틀 이형게 

설명했습니다‘ 

"Herperf。rmers are p。stgender and individualized. Each is 

image-ready, anticip하ing 。f the chance to beeo。me a digital 

c。mm。dity."

- Whitewall er, Issue 10 Venieoe Biennale 2017 

설영하자연 .그녀의 퍼포머들, 작픔속의 퍼포머들은 

포스트젠더(p。stgender)OI다” 그러니까 더 이싱 전통사회, 모더니즘 

사회에서 구룬해 놓있던 님vs. 여랴든가 소년 과/또는소녀 같은 잉식으로 

정의내힐 수 없는 젠더 이후의 세대(post-gender)랴는거죠‘ 더 나아가 그들은 

.포스트젠더이고, 객지|회{individualize)되었다.고 말잉니다‘ 가족관계, 

조직관계 안에 있지 않고, 쪼개져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각자는 image-

ready, 이미지화되어 있고 디지털상픔화될 기회, 즉 상픔으로 일힐 수 있거나 

사랑밭을 수 있는 상용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ef는 거죠 임호프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배역이나파 놓은 시나리오틀 주지 않고 계옥부딪히는 상용들 

;어|서 앵위하도록 힐니다‘ 말하자연 우리의 사회적 심과 마찬가지 흰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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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가예술인것이죠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큐레이터 쥬잔네 메떠(Su월nne Pfeffer)가 

임호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Pfeffer said that lmh。t as an artist c。ncerned w ith 

p。rtraying individuals' relations t。s。ciety, w as her only 

cur at。rial choice f。ra p。litically ch허lenging time 。ft.。tal

transf。rmati。n."

- Elizabeth Fullerton, " In Lond。n, Anne lmh。fτalksAb。ut

Her Kickin응 Screaming Venice Biennale Hit ‘Faust”. 
ARTNEWS, 2017.。5.3。

말하자연, 개인들이 사회와 맺는 관계들을 조상찍저럼 떠서 보여주는 

것이 그녀 작업의 목적이며, 우리 시대가 어떤지틀 보여주는 것이 그녀가 

직업하는 이유et는 거죠 우리 시대의 조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쥬진네가 

큐레이터로서 임호프를 선택흰 것이 바로 이런 이유et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연화하는 것. 우리 시대가 종체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세대의 삶, 

우리와 사회와의 관계틀 증문히 보여줄수 있기 때문에 임호프를독일관의 대표 

직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매우 명픽흰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흰 것은 ‘t。tal

transf,。rmati•。n’,즉 ‘종져|적 연찍’et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문들중 대부분이 자신이 태어나서 자할 때와는 왼전히 

다른 사회적 조건 측에서 쉴고 있습니다 세대 자이이기도 하지만, 기술 등의 

급격한 연화에 따른 삶의 조건 변화이기도 하죠예를들어 ‘아재’리는 말은 

이 시대의 세대적인 간극을 보여주는 딘어리고생각해요. 이|전에는아무렇지 않던 

밀들이 이제는 성희룡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랴는 자각과 반성과 저얼의 대상이 

딩니다‘ 저는 그것이 ‘t。tal transformation’01리고 생각해요. 그러고 그런 

인식이 없다연 우리 사회 속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현대미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파악해야하는 이유는 바로그런 점들을 독특하고 

미시적이지만 정교하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픔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인식까지 나아킬 수있고, 다른 시림들과 좋은관계 속에서 스스로 더 나은 

사림으로서 살 수 있는 학습을 맡 수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인용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영적으로 아름답다든71, 우아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계측 ‘시대’틀 깅조하고 있습니다. ‘。ur time', 

‘c。nter끼p。rary’. 미슐이 더 이싱 미슐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결 이야기하는 

거죠 미슐그 자져|로안 있는 것이 아니리 사회 속, 공동제 속, 삶 속에 같이 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art and s。ciety’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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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은 2。,17년 미솥에서민그런 것은아닙니다. 양싱 미숱은 자기 시대의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아파하고, 시대의 조상을 그려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역맡을 해 왔습니다. 각 시대의 거의 모든 미술, 전시가 자기 

스스로‘컨댐포러리 하다 동시대적’이리고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러는 것은1948년도 전시 자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도 컨템포러리 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시대가 

컨템포러리였겠죠우리에게는 영써 흰 세기가 다되어 가는시간이지만, 그 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시대가 가징 새롭고 진보적이리고 생각었을 겁니다. 

여기는‘CAMH’리는약자로 물리는 미국 휴스턴 미술관인데요 

1948년 «This is c。ntemp。rary aπ·리는 전시틀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섬유나 보석, 회화, 억지, 굉고 이런 것들이 전시에 포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미술인 다앙한 장르, 다원 예울을 표앙하는 것이 아니랴는 

사실을 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연대미술의 액학 속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 사회 

저연의 것들과힘께 하려는 시도는 양싱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알 전시의 제목은 «This is t。m。rr。W»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시가컨댐포러러리고 주징했다연, 이 전시는‘내일’이리고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가장 하이엔드(high-e1、이하다는 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시가 흥미로운 것은, 미술사에서 중요한 전시인데, 여러문이 풍아하시는 

핍아트가여기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줄른 이것은 유럽 쪽,영국의 전시이기 

때문에 앤디 워흩어ndyWarh。|, 1928-1987)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형지안 

앤디 워흘 이전에 엽이트의 대부리고 맡 수있는 리저드해밀턴(Richard 

Ha milt•。n, 19깅-2011)의 작픔이 들어가 있는 전시입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그의 직음입니다.저|목도 근사합니다“오늘날 가정을 이저럼 색다르게 믿드는 

것은 무엇인가기리는 제목을 가진 작픔입니다 미래에 대한약측이죠 정소기가 

정소를 하고 사람들은 여유가 많아서 자기 몸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시대에 살수 

있을 거랴고 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미슐 전문 용어들이 있죠 ‘잠여’. ‘영업’. 

이런 밀들은 결코 21세기 버전이 아닙니다. 이 전시가 열었던 1956년에 이런 

용어들이 이미 다 유행했었고 지금은 소위 리마인딩(reminding)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c<This is t。m。rraw»에서 더 니아가, ,,y,。ur

bright future•입LI다‘ 국립연대미슐관이 한국 연대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잉은 미래’리고 만든 전시입니다. 바탕 이미지는 그유명흰 

서도호의작픔입니다‘ 

이형게 셰 개의 전시틀 보여드린 이유는 미솥은 양싱‘연대틀 

건드린다’고, ‘미래틀 보여준다’고 익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공허한 

익속일 수도 있지만, 미술은그렇게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틀 넘어서는역알을 

하고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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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대미술의 중요한 측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몹시다‘ 져|가 미액자로서 정의내릴 수 있는 컨템포러리 아트의 중요흰 ;성은 

잭 제목t까다로운 대상 2000년 이후 한국 연대미술J에 있듯 ‘까다톨다’는 

것입니다 흑은 규정하기 어렵디(unidentified)는 것이죠 그래서 규정의 영역 

바깥으로 계옥삐져나가는 것이 연대미슐이리고 말알 수 있습니다“규정맡수 

없다는 것이 규정알 수 있는 정의다.’리는모슨적인 밀로 설영알 수 있겠습니다‘ 

그룰확실성 또한 여러 가지로 나늘 수 있습니다. 얼액에서는 인식른적, 존재른적 

룰쪽실성이 있다고 이야기힐니다. 개념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인식른직 

물확실성입니다. 존재른적 물확실성은,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하리수가 저음 

나타났을 때 우리 사회는 그틀 어떻게 규정해야알지 올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트랜스젠더(transgender)’εi는 밀01 나왔지요 그런 연상을 존재른직 

물확실성이리고 말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문이나 정서틀 말하거나사고하는 데 

있어 픽고부동안 정답을 내힐 수없을 때 우리는 ‘룰팍실성’을 언급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적 연상을 이야기히려고 잉니다‘ 우리 사회도 소설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설 미디어틀동해서 공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일 수없는문제를 개인이 제기하고 

이슈화하여 개선되기도 하는 선(톨) 기능을 경엄합니다.그렇지만 힐못된 정보나 

이슈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사이버 룰링(cyber bullyin밍을 적기도 

힐니다. 

존른쉰」。n Rons。n)은소설가이자다큐멘터리 작가인데요TED에 
나와서 이런 주제를 다웠습니다. "When 。nline shaming g。et。。 far 

(온el£!이 너무나 부E러운 싱태로 킬 때)’ef는 제목의 깅연을 했습니다. 

사례에 등장하는 광고회사 직원인 저스틴 사코(」ustine Sacc。)랴는 여자가 
비행기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트윗을 었나 몹니다 • • 아프리카이| 가는데 

에이즈 걸리지 않길 바러야지. 하지믿 난 괜잖을 거야‘ 백인이니까.”그런데 

일로원도 열로없었던 그녀의 트윗이 닝리가 났습니다‘ 말로워가 많은 어떤 

기자가 이 트윗을 리트윗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사회적 비난이 폭주하고, 

온강 욕설이 퍼부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녀의 회사이| 사로를해고시키랴는 

요구로 번지기끼지 잉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과하고 해고 조치틀 했습니다‘ 

거기다가그녀가 ‘Saceo。’리는 어느 앙산기업 대표의 밀이랴는 루머도 돔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밍가져버립니다‘ 부주의연 트윗 하나가 랜션을 타고 

들로업(bl。ws-u이 돼서 토네이도로 돋아와힌 사람을 가격연 거죠 이게 바로 
digital c。mm。dity 사회입니다. 

저는 이 부문을 여러운들과 공유하고 싱어서 번역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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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기 트우|터는 목소리 없는 사림들의 목소리로서 강력하고 호소력이 

있었다·-- 누군가의 농담이 오해틀 울러일으키고명엄한우리가 그/녀틀 
길기알기 찢는…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상호 동의틀 위연 장;ti ... 트위터 

인에서 우리는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럼에 둘러씨여 서로를 

인정알 때 기룬이 중다. 하지믿 이 과정에 누군가 끼어들연 걸러내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반대이다.’ 

-」。n Rons。n : When 。nline shaming g。es t。。 far 

른슨은 조장기 트우|터가 바로 진정연 민주주의리고 생각했딩니다. 

어디서도 사회적으로목소리틀 낼 수 없는 사림들이 개인 미디어틀 동해 목소리를 

낼 수있다고 왔기 때문이3ε 소설 미디어의 민주주의적 기능에 기대를 연 겁니다. 

그형지만그것은 곧악몽이 딩니다. 사람들이 트뀌티에서 서로틀 비난하고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부주의하게 트윗합니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싱호 동의틀 위한 장지이고, 말로잉과 필로원를통해 하나의 작은그률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틀 동의 믿는다고생각하게 민듬니다‘ 그러다보연 새로운독재가 

믿들어지기도영니다. 

이 강연에 ‘우리틀 위연 예솔얼Qt’이리고제목을 거장하게 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이상하거나 

그로테스크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직가들이 얼마나 민김하게 

직업하는지틀 보자는 겁니다‘ 

른슨은 이린 이야기도 했읍니다. 

·01념Ode。|。gy)을 인긴보다 위에 두는 즉과 인간을 이녕보다우선하는 
즉이 있을 수있q ... 하지만 죄근 [SNS]에는 이념이 사람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지지지도않고믹장드러마틀쓴다. 모두가 

위대한 영웅이거나 역겨운 익당인 드러마를우리는 실제로 시림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형거l(cyber b ullying) 흰다. 우리는 

영리하며멍청히다.” 

특히 정은 세대들이 이념을 사람보다 우선하고중요한 것저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흔자 을바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어딘가이|서 비겁하고 비열한 

짓을 맡수 있다는여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렁게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은 커뮤니티가 그것을 계속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리트윗 

해주고호용해주는 것으로 더 그형게 딩니다. 영리하연서도 멍청하다는 마지막 

말이 아주 의미심장잉니다‘ 

앞의 트위터 사려|는 ‘울팍실성’과 연결해서 생각허|주셨으연 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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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사코는분명 힐못을 했어요. 하지인 사이버 룰링을 한 사람들도 매우 

부도덕하고 악링었죠‘ 누가 선하고 누가 익한지 옛날 동확저럼 이룬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누구에게 책임을 울어야 하는지도 어려원지고 있어요. 도덕적 

핀딘을 하거나 사회적 잭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지고있다는 겁니다.우리 시대가 

룰쪽실성의 시대, 규정하기 어려운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더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를해 보갱습니다. 

TED에서 깅연한 Sue리는 여자 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컬럼바인 

종기난사사건의 가해지이자 그 연g뼈|서 자살인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사회랴연 이 문에게 절대 밀알 기회를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TED에 나와서 

수가한 이야기는, 자신으| Of들이 그렇게 엄청난사회 엄죄를 저지른 사실, 

하지안 동시에 아들이 자살힘으로써 자신은 자식을 잉은 엄마랴는 사실, 

이 딜레마의 상항에 대한 것입니다‘ 수는이 사건 이후에 답을 짖으려고 많은 

노력을 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틀 때까지 아무 것도 모틀 수 있어요?”리는 말이었다고 

잉니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것 역시 .왜 내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왜 자살했을까?·랴는 질문이었다고 하고요‘ 오랜 시간 심리 싱담을 믿기도 하고 

공횡상태로 굉징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아프더리고요. 

깅연을 들어보연 이 딜혀l마의 상핑이 아주 얼절하게 느여집니다. 자신은 누구를 

비난알 수가 없고, 모든 사림01 자신에게 던지는 돋을 맞아야하고.하지만 자신 

스스로는아들을 잉은엄마et는 것이 너무 끔픽한 상용입니다. 

수는 그 각종 질문들에 대해 답을 잦아보려고혔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힐니다. 하지안 룬영 그 시간동안 배운 것들이 있었고 시림들과그것을 공유하고자 

TEDOll 줄연영니다‘ 대중앙의 공포가 극에 딩했지만 그것을 극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랴고생각흰 거죠 그러고 그과정의 

어려율을 세 가지로이야기 합니다 • 

• 하지만 간담한 정답은 없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훈--

대효IOll서 세 가지 어려울… 첫째, 제 아들 때문에 누군기를 잃고 고통 

맡는 사람들에게 사과…둘째, 아들의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민과 

이해틀 구해야 하는 것…셋짜 스스로틀 쭉이기 위해 님을 쭉이는 정신의 

문제를이해하기…” 

- Sue Kleb。Id: My s。nwasa c。lumbine sh。。ter. This is 

m y st。w

우리 중누구도 이 문제에 유일무이한 답을 내힐 수없습니다. 

어떤 것이 융고 그른지, 어띤 사람을 비남해도 되고, 어떤 사링에게는 명생 고통 

174 끼디응은대상--대미을의우리g쩌언이을흩R 



측에서 쉴리고 만담맡 수있는 사람은없습니다. 이 사람 안에도억생펀 부문과 

파괴된 부문, 또어느누군가가 파괴시건 부문이 있잖아요‘괜잖은 사회는 이것을 

용인앙니다. 경직펀 사회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여|요‘ ‘맘증, 흰남증, 머|질, 

아재, 노키즈존…’ 한국사회에서 이런 무서운 용어들이 넘져나고, 인간관계 

;에서 짐점 더 규제들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우리 관계 ;에서 

이형게 갈등과 긴장이 심각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을 지정하리고까지 

잉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아주 끔찍하고 폭력적일 수있다는 것을 알아야하는데,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왜냐하연 그런 반성적 성힐을 하는 

슨간 머리가 아주 록집해지고 내가 행동하기가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술가들중에 주저하고 갈링질앙하고 암호얀 

메시지를 진하지 않는 앙식의 져|스저, 미적 형상을 보여주는 작가가오히려 

중은 직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영니다‘ 그런 즉연에서 수의TED 강연이 

아주 틱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비슷한 이미지로 떠을뤘던 것이 영확 

‘밀앙〉이었습니다. 이징동 감독의 영화로굉장안 사회적 반응을 얻은 영효|잖아요. 

그 영화의 문제적 시헌스는 바로 신애(전도연 룬)가 자기 아들을 쭉인 살인엄을 

교도소로 연회 가서 믿나는 장연입니다‘ 신애는쉴인엄에 대흰 엄정난고민과 

번뇌와 저주와 살의를 건디고 종교에 귀의해서 비로소 용서의 획슴을 영니다‘ 

그러고그 실전을 위해 교도소를 잦아가죠 중요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해야겠다‘’가아니랴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관점, 이데을로기틀 잉세원서 ‘내가 저 사림을 용서힘으로써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et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직그 살인범은 이린 이야기틀 힐니다 • 

• 고맙습니다. 정밀 고밍습니다‘ 준이 어무이흰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듣게 되니 짐말로 감사힐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여|.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인테 잦아와주신 거지여|.” 

이 말의 뜻인즉, ‘하느님이 이미 용서했어. 딩신이 아니리하느님이 

나틀 구원했다니까.’랴는 말이죠 그래서 신애가하늘이 무너져랴 을니다. 교도소 

잉에서. 아스팔트 우|의 작은껍딱지저럼 축소된 모습으로 너무나 슬프게 음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비전힘입니다. 

수의 경우저럼 우리는 연실 생왕의 여러 구비를마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증돋하고 킬등하는모순적인 국연들에 직연영니다‘ 간담히 어느누구의 

떤을 를거나, I:!슨명쾌하게 딘죄해도 중은 연실은 영로없습니다. 

심은 록잉적이고 다원적이고뒤죽벅쭉이어서 우리의 핀딘을 중지시키는 

놀랍고두려운 일로 넘져뇨1q는 거죠 사림들은어느때부터인가 너무 용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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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이 핀핀이 되고 심지어 도덕적·윤리적으로 딘죄알 

권리가 있는 것저럼 저신합니다. 그런 앙싱에 대용해서 연대미술에서는오히려 

결정룰가능성, 울쪽실성을 보여주는 정양이 커졌다고 밀힐 수 있어요 

앙의 사려|로 언급한 수의 문제, 밀앙의 그 장연, 사코의 소얼 미디어 

사건은 뀌시스입니다‘연실사회 속에서 울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비록 온러인에서 영어지고 있더랴도 밀입니다‘ 져|가 아까 밀잉의 장연을 이야기맡 

때‘아스필트 바닥의 껍’이ef는 비유틀 사용였지안, 실제 이징동 김독이 영화미획을 

그런 이미저리Omagery)로구사혔다고 생각해요. 교도소 앞 아스팔트 바닥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자유톨게 개잉하고 있는 것이 아니리껍떡지저럼 닙작하게 

축소돼 비전하고 내버려진 모습을 보여즙니다.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연. 

그러니끼 ￥|시스 상태로 끝나연, 우리는 그런 비전하고 비옥한 존재, 보호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흰 존재에 갇히는 것입니다.울른 이때 ‘구원’은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리 더 일반적인 의미로 ‘일상연실에서 스스로 행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연 연재의 나보다좀 더 나아질 것인가 더 나은 

핀딘을 하거나 더 나은 예술을 맡 것인가하는 문제도 사실 자기 구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때시스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뀌시스로몰나는 것은주어진 데서 

끝나는 상태, 자연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얀 메타-'fl시스로 니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영확틀 찍는 것이고, 자신의 가징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주하연서 공포스러운 대중 앙에 서서 자신의 경엄을 공유하고 성할히며 

깅연을 하는 거죠 임호프는 영샌 더 상징화시키긴(symb。lize)했지만 연실 

지원의 형은이들의 김수성과 실지|가 아닌 이미지화된 모습을 가지고 종힐 예술 

직업을하는거고요. 

이 슬랴이드는 저|가 t끼다로운 대상 2000년 이후 흰국 연대미슐j을 

쓰연서 어떻게 잭을 구성알지에 대해 고인한 이미지이긴 하지안 동시에 연대미술 

연징과 직가들의 작업을 가지고 어떻게 동시대틀 건드힐 것인가, 20。0년대 이후 

인국 사회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Oii 대연 고인이 딩긴 저직 자료이기도 앙니다. 

말하자연 어떻게 뀌시스의 차원에서 메El‘뀌시스으| 자원으로 넘어질 것인지에 

대흰고민이죠. 이형게 복잡하게 얽혀있는모음은어떤 연상도 이룬엽적으로 

핀걸알 수 없다는 제 분석과컬부되고요. 

이 잭의 마지믹부문에 있는도만을 보여드러고 싶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십화가 그랑벌(」. 」‘ Grandv ille, 1803-1847)의 작픔입니다‘ 제가 

미액자로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의 미액을 

전공쨌거든요 벤야민은 연대 독일 영학자이자 미액자인데, 2。세기 후빈부터 

모더니티 비만이른, 유룰른적 예울이른, 매져|미액 등 얼획부터 인문사회억끼지 

디잉연의 후대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른가로 연구하고다루는 이입니다. 그런 

벤야민이 19세기 서구 물질문명 세계의 이연을 가징 힐 포작해 드러낸 예슐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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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으로 이 ‘그링빌’이et는 삽화가틀윌았습니다. 그는 문제적인 그럼을 많이 

그렀는데, 사유를 물러일으키는 아주 환싱적인 직픔들이 많습니다. 보여드러는 

이 삽효}는 ‘세계의 저글러πhe 」u잃ler。f W.。rid)’et는 작픔입니다 거대한 

거인이 태앙계 행성들을 공놀이 하는듯한 장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우리는 지구에 울박여 사는존재입니다‘ 울리적으로 그혈 푼아니리 

심지어 때로 심리적으로는아스필트에 늘러 물은 검 같은기문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아무 힐못이 없지믿 모욕당하는 비짐흰 상핑에 저하기도 합니다.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어떤 존재도 사회가행사하는압역 때문에 쉴게 비전해질 수 있고 

얼토당토않게 고귀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러는 이유는 그 

공동져|나집딘이 알고 있는영역이 기갯해야 아스팔트 수준이랴연, 계측해서 수준 

낮은 사회에 울박일 수밝에 없다는 것입니다‘ 빈대로그 사회가 계속 유토피아틀 

물꾸고생각의 얻동무대를우주로 냉연다연 메타-￥|시스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염은세대가‘가성비’를따지고 먹고사는 문제로 

허덕입니다. 그런 혈띤이니 물꾸는 것은 고사하고 다음 해에는 뀔 해야 일지조자 

계픽하기 힘든세대가된 거죠 룰른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염은세대가 

룰려받은세계가 그형게 가성비를 따져야하고일바와시급얼마에 허덕여야하는 

세계리 일지리도 자신의 몸과 인식 수준을 그곳에 울잡아두연 인된다고 이야기하고 

싱어요‘ 이것이 제가 ‘우리를 위한 예술껄략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룰구하고’et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재의 뷔시스차원은아스밀트 

위의 낌댁지리 알지리도 좀 더 나은 사회, 유토피아적인 사회틀 구상해야하는 

거예요 그게 메Et‘뀌시스, 영이싱액의 과제고 컨댐포러리 이트의 과제et는 겁니다. 

민악 여러룬들이 글을 섣거나얼획을 하는 사람이랴연 그것을 서술해서 

다른 시림들과공유맡 수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고 

역알입니다. 중은예슐가, 학자, 영액자의 기준은 그런 지점에 있을 거리 릅니다. 

다른 세계나 사회를물꾸연서 그형게 구싱한 것들을 시각화하는 것, 설득하고 다른 

비전을보여주는것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룬들이 죠|근 굉장히 많이 듣는 

4자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믿는 이야기이기도 영니다. 억압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계측생각해야하는 것은‘왜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왔지?’et는 

기본적이고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비잠한, 이미지화된 디지털 상픔사회 

측에서 테크놀로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앙니다. 인간이 

테크놀로지틀 개발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긴을 이톨게 하고자 엄이기도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질 실연시켜야 

하는 과제죠‘ 껄액 용어로 델로스.허。s), 즉궁극적 목적이랴는뭇입니다. 

기솥이et는 것을 하나의 존재로 생각었을 때 쐐 기술이et는 것이 존재를까?’를 

고민해 외야 영니다‘ 테크놀로지의 존재 이유는 ‘인간과의 상호작용(inter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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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spiel)’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원전적 목적은 인간이 인간을 

억누르는모든 강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원지는 데 있다고 말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억누르는 강압은 예전에는무소률위으| 자연이었죠 그러고 이제는 

사회적 링등이 계측압역으로 작동양니다‘ 그러고아무리 기술 산업이 고도로 

발딜했다하더러도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강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생로영(호흥훔)까지는 어느 정도 컨트틀하게 되었지만 아직 쭉음00어|서 

벗어나지 못였지 않습니까‘ 쭉음은 인간이 존재른적으로 벗어닐 수없는 자연의 

깅압입니다.그컬 아직 해컬하지 못혔잖아요. 테크놀로지의 델로스(tel。s)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저해있는 운영른적이고 얼대적인 자연의 깅압 또는 

운영른적인 것, 사회적 긴장관계 같은 것을 울어서 인간을 좀 더 자유톨게 해 주는 

것이 테크늘로지의 궁극적 목적이et는 거예요. 인간과 기술이 상호 유획하는 것. 

잉서 밀흰 상호작용의 독일어 원어인 ‘츄잠엔슈밀(Zusammenspiel)’ 밀뭇이 

바로 테크늘로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지지도 않고 과획과 기술을 

빌전시켜온 궁극적 이유 및 추구하는 가지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조킥난 싱태로 룰군질하게, 우리가 규정알 수 없는 

문제적 싱태로 내던찌져 있습니다‘ 매트릭스가깨진 상팡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맞줘알 밀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끼,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틀 

생각해를 일요가 있다는 거죠우리는 일싱에 쫓기연서 살고있어요 그러연서 

인간과 이데을로기 중 이데을로기가 우위에 션 사효|가된 거죠 찌|술을 위한 

예슐’이Lf, ‘소설 미디어틀 위흰 소설 미디어’저럼요 

져|가오늘 첫 번째 사려|로들었던 것이 임호프의 ‘Faust>인더|, 

마지막으로 언급알 사려|는 같은 시기에 베니스에서 얼리고있는 또 다른 

전시입니다. 베니스비엔날레 인근 지역에, 필리조 그러Ul(Palazz.。 Grassi)와 

푼타 댈러 도가나(Punta d터la D。gana)리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굉징히 

거대한 전시공간인데, 거기서 그 유영안, 한때 연대미술계으| ‘잉앙 테리를(enf밍it 

terrible)’로 룰렀던 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가 십 년 만의 신직으로 

전시틀 하고 있습니다‘ K난마선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보룰들 까easures fo。m

the Wreck 。f the Unbelievable»OI랴는 전시이고요 이 전시가 굉징히 

히트했다고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러갔다고 하며 회자가 되고 있어요 

약 5-6년 전에 ‘이 작가는 끝났다.’는명가가 나오기도 했지안 이 신직전을 

동해서 허스트가 부휠했다고 하는등 아주 명이 중있습니다 하지믿 달러 보연 

매우 지루하고 자기록제적인 작업들입니다‘ 그런 직업을 한 이유는 허스트에게 

굉징히 중요한 혈펙터흥 때문이리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거대하고 

유영한 전시장에서 전시가 열리는 것이고, 한 직음 딩세 개의 에디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 전시되었어요 

아트뉴스(www.artnews.eo。m)에 띠르연, 그 두 개 전시징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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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개의 작픔이 있었고 하나의 직픔딩 셰 개의 에디션이 있었습니다. 이|디션 

3개까지 작가가보증해 주고 컬렉터한테 만매하는 거죠 거의 다 일었다는 

이야기도 기사이| 나왔고요. 핀매 잉식 또연 달렀는데 전시가 오픈하기도 전에 

직픔의 리스트틀 PDF 파일로 만들어서 형혜터에게 돋었다고 합니다. 선핀매 

잉식을휘한거죠 

앞에서 저는 굉징히 그럴듯하게 컨템포러리 아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 했잖아요. 하지믿 다른 즉연에서 연대 미술의 부정알 수 없는 연실은 

엄청난 돈을 인들어 낸다는 거예요.그러고 돈이 유동하는 거죠 그게 컨템포러리 

아트 신(scene)입니다 격자가 매우 크죠 

연대미슐을 수용하는 밍엄은 상당히 많아요.우리가 돈이 많아서 직픔 

컬혜션을 알 수도 있고,요즘 유앵하는 것저럼 굿즈를 사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앙엽은 ‘그것을 사유(몽뼈’하는 겁니다. 작픔을 통해 

자신의 삶, 사회, 타인, 시대를 성할맡 수 있고, 미래(y。ur bright future)를 

생각알 수 있어요 여러룬들이 그혈 수 있으연 좋겠습니다. 

잉서 언급한허스트의 전시 ‘〈난마선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보를들@에는 

때션모엘을 조각의 모댈로해서 안든 브른즈도 많이 있었어요. 허스트가 

직픔의 모댈이 되었던 남성을 베니스로조대했고, 그는 연지에서 자신을 

모댈로해서 안든 직픔이 밀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모댈이 이트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밀01 압권이에요.“자, 이제 나는 미술사 일부가 된 거 

아니겠어요?”놀랍죠‘ 여러룬‘ 그 정은이의 사고가 이상하다는이야기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형은이는 임호프의 ‘Faust>어|서 퍼포먼스틀 만 그 

퍼포머저럼 이미지레디(image-ready)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때션모엘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때션쇼에 오르는 등 자기 스스로가 디지털 싱음사회에서 

소비되기틀 예건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시간이 다되어서 이것으로강연을 

마지도록하갱습니다. 

Q&A 
짐여자 저는 전동예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배의 예술을 전승하고 록사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죄근에 들어서야 자기 장작을 하는 사람들이 

생컸고요. 강의 내용에 굉장히 공감이 갔지만 제가 그런 장직횡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갱이 있는데,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깅수미 이형게 얘기힐 수 있는 기회틀 주셔서 김사한데요 제가 동덕여대 

예술대학효|화괴에 있습니다. 슬직히 이야기하연 제가 가르지는 학생들 중 많은 

실기 전공 억생들이 같은 고믿을 합니다‘ 이져|끼지 우리가 교육 밑으연서 중거나 

가지 있다고 해온 예술의 전통, 형식, 정신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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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을 부정 당하는, 태도 연찍틀요구하는 것 같은 강압을 느씹니다‘ 그래서 

직가들은‘동시대에 예술을 하는데 왜 H은 것저럼 휘급받지?’ 아니연 질문자저렴 

‘연대미술에 대허| 공검하지만 내가욕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가 오늘 깅조했던 것은‘그것만이 정딩이 아니랴 그런 

tendency(경§)01 있다.’는 겁니다. 여러문에거| 가하는 것으로 느여지는 

압력이 운영히 있겠지안, 정답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리고 느끼지는않기를 

바랍니다 앙엽적으로는 이렇게 얘기일 수 있을 것 겉습니다‘ 아무리 전동예술을 

배우고그 세계에서 계측쉴아왔다고 해도 지금 질문자가 2017년에 살고 있는 

사실을 부정맡수는없잖아요. 일싱에서 맞닥뜨리는 것들은 질문자가하고 있는 

전통예술보다 월샌 더 큰 비증을 자지하는 연실입니다.그러니 이제 그 연실을 

한번 들여다보았으연 좋겠어요. 자신이 욕해있고 익숙하게 획슴해왔던 예술의 

세계는‘일부’et는 점을 인정알 밀요가 있습니다. 내가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연 

외에 다른 접족연은 월샌 더 냉다는 것을 그세계 속에서 느끼는 일~I나 연실, 

생각들이 나한터| 예술이 되어야 흰다연 어떻게 되어야하는가? 이런 데서부터 

또 새톨게 줄발알 수 있겠3ε 해야되는 것들과 앞으로 하고 싱은 것들의 접점을 

어떻게 잦아낼지 고민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섬룰리 답을 내리지 않으려고 알 때 

중은 직픔이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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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연서 어무것도아닌 것 

언규열 

[…] 
[…] 미슐은 결국 세계에 대해 질문하는 
다른잉엽이다. 더 이상 새톨게 질문알 것이 

없다연, 작가는 미련 없이 자신의 붓을 

내려놓아야일것이다. 

[…] 
[…] 나는 이렇게 말일 수엮에 없습니다‘ 

[…] 
[.,J 그것만으로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모엄이지만, 이것이 작가적 삶의 

첫번째조건입니다. 

All and but N。thing

Ahn Kyu-chul 

[…] 
[…] Art is ultimate ly an。therway 。f

asking ab。ut thew。rid. If there is 

n。thing new t。 ask, the write r will 
have t。 put d。wn his b rus h with。ut

fear. 

[…] 
[. .. ]I have n。 choice but t。 say this. 

[…] 
[.,J It is a n adventure with。ut any

guarantee f。r the future, but this is 

the first c。nditi。n 。f the a rtist’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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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면서 
아무것도아닌것 

All and but Nothing 
안규철 

인규열 대부분의 미술가들이 스스로특열한 인생을 살아온 시람이랴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그형게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이력이 대개 미슐대학, 대액원 

나오고 기효|가 되연 유억 다녀오고 개인전 하연서 경력을 썽아가는 과정이었다연 

저는 중l.k끼| 다른 일을 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명탄하지 않은 

작가적 여정을 걸었다고 말음드칩니다. 져|가지금62세가되었으니 40년 

동안 미술계에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 일관된 과정이었을까하는 생각해옵니다‘ 

돋이켜보연 일관된 과정이었다기보다는 길 지@)으| 모습저럼 이렇게 저형게 

나가연서 지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연 그 과정이 지난 30-4。년간 한국 

연대미술이 엮어왔던 급속한 연찍와 닮아있지 않나 힐니다. 

저는 1973년에 서울미대 조소과를들어가서 77년까지 주로 인제중심의 

조각수업을 맡있습니다 1학년 때 두싱, 2억년 때 흥상/토르소π。,5이, 3억년 

가연 전신상, 4학년 가연 군상입니다‘ 2-3영 세워놓고믿드는 인져| 조각을 4년간 

했고 이게 저한테는 싱당히 의문이었습니다. 왜 인제만 안들게 하나, 당시 액교 

바깥을 보연 이완 선생, 이강소, 이건영 등의 션배 작가들이 나를 연대미슐의 여러 

가지 실엄적 직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억교에서 하는 교육은 연징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왜 이형게 되었을까 었습니다‘ 딩시 사회, 정치적 싱핑과도 

연관 있다고는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학교에 사록정혈,형사들이 계옥 왔다 

갔다하는 시기였습니다. 그형게 살영안 정지적 깅시져|제가 전혀 이싱하지 

않은 시기,그때가 바로 유신 직후였습니다. 72년에 유신이었는데 제가73년에 

획교틀 들어갔고 억교안에서 이런저런 소요의 조짐이 있으연 즉각 대저하는 

상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미술교육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한떤으로는도대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잔가지였지만 미술 안에서 닝인적인 예슐의 

가지틀 추구하는 것이 율겠다는 핀딘들이 시대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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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저는 미술보다는 다른곳에 눈을 돋리게 되었고,연극번에 

들어가서 을리지도 못하는공연 연슴을 하연서 문학(Al, 소설)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져| 주연에 시인들 띠el다니는동료획냉도있었고울른제 주연에 

시인이 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획 취힐01 억교, 미술교육이 

채원주지 못하는 아쉬울과 부족힘을 채워주는부문이었다고생각잉니다‘ 이 

부문이 저의 직가경력에 아주 중요한데요.그 때, 한면으로는그린버그 류의 

모더니즘 미술른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액교에서 가르지는 건 아주 고딩적인 

인제조킥이었는데 이상하게도모노크롬의 미획이 같이 컬합되어 이싱한 잉식으로 

미술의 문억적 요소, 이야기의 요소들을 집어넣는 것을 근온적으로 배져|했던 

룬우|기가 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관심사는문학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미슐과컬힐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는데 자져|가 당시 주류의 지배적 룬위기, 미술에 대한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연두리에서 앵앵 도는 싱항이 되었습니다. 

억교에서는 모엄학생이 전혀 될 수없었던 배경이고요. 액교를졸업한후 우연찮게 

잦아들어간 직징이 집지사였습니다‘ 그게 연관이 있을 거리고생각했어요‘ 우연히 

‘공간’이et는 잡지사에서 기자를 협는다고 해서 간담흰시엄을 보고 기자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중잉얼보사의 t계간미술j이리는 잡지로 몇 달뒤 픔기게 

딩니다. 그럴 무렵안 해도 7년엑 기자를 힐 것이러 생각 못했는데 87년까지 

일했습니다. 당시 기자생힐, 직장생활은 저한터| 굉징히 괴로웠던 시절이기도 

잉니다‘ 대학동기들은 그야말로 계측 대억원에 진획하고, 유학을 가며 탄탄하게 

직가의 질을 걷는데 저는 직업과 멀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줄근도징 찍고 이렇게 정은 날을 보내도 되는가하는 회의가 깅었습니다. 

그런데 니중에서야 저연테 왼전히 버려진 기간은 아니었다는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만 바리왔던 한국 미술을 연징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션으로조밍일 수있었던 시간이 되었고 특히 글을 쓰는 것이 직업이 되니 

미술대획에서 온격적으로 배울 수없었던 글쓰기 훈련을 제대로 하게 되었죠‘ 

살연서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서술하는중요흰 도구로 

등장하게 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87년끼지의 이런 과정이, 77년에 대액을 

졸업하고군대생얻하고 유획기기로 결심한 게 87년이었거든요. 약 10년간의 미술 

직가로서의 경력을 유보한 상태로보냈던 시간, 지금돌이켜보연 버린 시간이 

아니랴 제가 지금의 작업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굉장히 소중한시간이었다는 

생각을영니다 

80년-87년까지 기자로 있으연서 한국 미술계를 바리봤습니다‘ 

8。년대 전반 안국 미술겨|는 다 아시겠지만, 소우| 흰국적 모더니즘 미술과 민중 

미솥이리고 물리는 정지적이고 비핀적인 잠여미술 두 가지 정양이 앙룬되어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부문의 작가들은 들 증 하나틀 션택해야믿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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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벅갑에 시달혔고 저는 앙쪽의 직가들과앙쪽의 명른가들을 계측 일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맡 수엮어|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깅었다고 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을드었듯이 미술을 낭만주의적인 태도로세상의 속된 

욕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흔을 가진 사람으로 자유톨게 쉴겠다는 

식의 미술관을 갖고있던 사람에게 정치적인 미술을 가지고세상을 바꿔야 

힌다, 민주화의 역알을 해야 연다는 것은 저음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85년에 연실과 발언의 후발엠버로 가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한 두 자례 전시를 같이 하연서 지내다가 87년에 유획을 떠나게 

딩니다‘ 그런데 85년에 연실과 발언에 들어간 직후 민족미술엽의회랴는 

미술단체가결성되고이걸 중심으로 민중미술 운동이 조직화되는 과정도 

지켜보있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이형게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었다는 절벅힘에 

회사틀 그안두고 유획을 떠닙니다‘ 

87년까지는 스스로를회사에 다니연서 주밀에 아파트베란다이| 

조그앙게 작업실을 믿들고 주로 주부들이 사용하던 지점토공예 기업을 이용하는 

아마추어 조각가로 시도합니다.스스로틀 아마추어리고 자저한 거죠. 왜냐하연 

전문적인 작가들은 너무나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다 컬어서 돋 깨고 브른즈 뜨고 

그러연서 우|대한 조각기틀 물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밀고 

다른 걸 하겠다는 생각을 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였던 아이들 동효|잭에나 나을 것 같은 기압으로을망졸밍하게 

민들어서 수채화 물김으로 채색한 이런 식의 를자작업을 힐니다. 대개 그시절의 

시사사건을 모티브로의확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비트는 앙식의 작업이었는데 

신문에 시사만명을 입제로 바꿨다고 생각하시연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근근하게 일 년에 연 두어 개엑 하연서 아마추어 직가로 

지냈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호|와 사건들로 작픔을 내게 되었고요그러연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좌파 우파 논쟁이 계옥 있었는데. 좌정, 우경‘ 말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걷는 사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걷는 사람.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앙식으| 용자 일러스트레이션(lllustrati。n)이| 가까운 

직업이 흥미롭고 알 수 있는 얘기도 많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형게 가다가는 

결국은 이 범주 안에서 그대로 주저앉겠다는 생각을 혔습니다. 

석고로 대증 믿들어서 수채와룰김채색해서 전시하고 전시 몰나고 

나연 없어져도 상관없는 작업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양식으로 제 이름과힘께 

걸영되연 그 인에 그대로 머물게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짐 84년도에 

일온줄장을 갔다가 액닝준 선생의 회고전을 왔어요 도쿄듬미술관에서 크게 

했었고 마짐 같은 시기에 요씹보이스(」。seph Beuys)의 큰 규모 전시가 

도쿄에서 얼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I 큰증격이고 자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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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린 이유로 서울 생횡을 접고 유액을 떠나는데 저음에 미술하니까 

~연히 프랑스로 가야겠다 해서 줄어를열심히 한 2년 공부틀 했습니다‘ 프랑스를 

갔는데 액교에 들어가서 한학기 다니고 마음이 바뀌어 독일로 픔겼습니다. 

다시 독일어 공부를 일 수밖에 없었죠‘ 저|가 유액은일리 갔는데 실제로공부틀 

시작안 것은 슈트트가르트(Stuttgart)랴는독일 남쪽의 작은공업도시에서 

95년까지 7년 동안 유액생원을 힐니다‘ 이 7년은제가 작가로 자리틀 집는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늘 시사사건에 

대해 이런저런 울명 비만을 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언제까지 알 것이냐는 고민을 

더 영저하게 힐 수엮에 없었고요‘ 저|가 마짐 88년에 독일로 갔는데 89년에 다 

아시듯이 베를린 장억이 무너졌어요. 

전까지 제가 ~tet왔던 세계인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새톨게 

드러나는역사적인 경엄도혔습니다. 이러크가 쿠헤이트틀 짐공해서 1자 이랴크 

전쟁이 있었고, 바로영에 유고슬러비아에서는 종교간 분쟁,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독일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격변을 왔습니다‘ 링은 

시기에 멀리 떨어진 연국은92년까지 엄정난 민주화과정의 후폭용이랄까요 

그로인해 계측 흩란스러웠죠 어떠다가 독일에서 저녁 뉴스를보연 맨 고트머리에 

한국 소식이 짐깐 나오는데 맨날 거리에 확염영 날리 다니고 액골담이 사람들 

두들겨 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암울한흥경이었죠. 그것이 제가 30대 중반 무업에 

록합적으로 일상을 지배였던 용경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새롭게 언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러운 

귀걸이었어요. 독일어를 저음부터 다시 배웠어야 했고 외국어가 주는 생경연 

땐자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틀 전딜하지민독일어로 맡 때, 한국어로 알 때. 

사이의 펀자들이 특별히 있던 시기이기도 었고요. 그러고 조금 더 보면적인 

모티브를 잦아야겠다는 심각얻 고인이 있었습니다. 안국에서나독일에서나 

유럽인의 눈에나한국인의 눈에나 같은대상으로 보일 수있는모티브(M。tit)가 

밀요하다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한국의 정지적 사건을 이런저런 

잉식으로 일러스트 하는 직업을 계속 맡 수없었기 때문에 다른 걸 잦다보니 

일상적 울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으|자, 쩍상, 국자, 구두솥, 못, 밍지와 같은, 

주로 시람이 인들어 쓰는도구들이죠 여기에는 연국적이랴는 타이들이 률을 수 

있는 어떤요소도 없고요‘ 그형다고유럽적이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옷은 

옷이고쩍상은잭상이니까요. 보펀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결 가지고 뭔가틀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혔습니다. 

외투 셰멸을 이어 률이고 바느힐해서 셰 사람이 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믿들기도 하고요·‘딘§ 경혀 지유 Sol;darityπ•'"sF<eed。m> 1992 이형게 세 사림이 

같이 기자릎이 하듯이 싣고 컬어 다닐 수 있는 구두틀 믿들기도 하고<2/3시피, 

1992이트션찌이&l! 두 사람 정도가 쓸 수 있는안경인데 대리석을 알아서 렌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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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그컬로 역실적인 안정을 믿든 직업입니다.‘~ll> 1992 

이렇게 일싱적인 물건틀을 연영시켜서 이야기를발생시키는 잉식의 

직업, 주로오브제(。비et) 직업이랴고 하는데 90년 무엽부터 집중적으로 었고요 

1992년에 서울에 들어와서 월게 개인전을 하고 돌아긴 적이 있습니다‘ 92년 

여를앙억 때 서울에 왔는데 을럼픽 이후급;히 변화연 서울의 모슴에 굉장히 

문화적 증격이랄까요. 그런 것을 적으연서 전시를 했었고 돋아가서는주로 설지, 

텍스트가결합펀 형식의 작업을 잉니다‘ 92년에 직은대안공Z써|서 전시했던 

직픔인데 ‘J;l~작기g 찌.디셋깨의 영문) 1992. 1996 씩고찌 그 무염 개인적 자화상 같은 

직업이어서 저한테는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업입니다‘ 

일종의 직업실이리고 맡 수있는데 상상의 작업실이겠3ε 두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예슐로들어가는 문이고다른 하나는인생이리고 쓰인 문인데요. 

심과 예술 사이 중간지대, 지금 머물고 있는 정신적인 작업실이다. 그런데 싫으로 

되돌아가기어|는열리지 않는문이고 예술로 들어가는문에는손잡이가 5개나 

울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해컬하지 않으연 도저히 

진입알 수 없는 막믹흰 심정을 담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져|가하고 있는 일은 

이형게 허항된 일이et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쪽에 화룬이 있는데요. 찍문에 

나무 의자가하나가 심어져 있고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었어요. 독일에 온 지가 

3년 되었는데 3년 전에 의자하나틀 확문에 심고 매일 똑겉이 열심히 룰을 었더니 

그동안 이만큼 자랐습니다. 농담을 섞어서 설명을 었는데 결국은이런 잉식으로 

이야기를줄어가는 져| 나름의 앙식이랴고 알까요.스타일을 믿들었습니다‘ 일싱적 

을건, 작은문찍, 슨잡이, 화룬, 의자를 가지고 이것의 위치와 관계틀 질 구성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딩시 제 작업 앙엽이었습니다. 96년에 

제가 귀국해서 학고재 갤러리에서 전시맡 때 제일 첫 번째 앙에다 재연혔던 

사진이에요. 

같은 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직접 제가 인들고이야기와 

결합된 오브제를 만들어서 연 작업들인데요. 대표적인 거| ‘그 님자의 가앙〉 

l그닝지g 기W> 1994. 1996억고찌/2004 S!'lll!!허리 욱뭘.대미@갱 이리고 타이틀을 

룰였습니다. 전시징 가운데 조|태가 있고 좌대 위에 이싱한 모양의 가앙같이 생긴 

게 있고요. 억에는 가앙의 내역을 설명하는 연밀 드로잉이 있습니다‘ 가앙은여행 

기잉저럼 생겼는데 엉이 날개 모잉같이 생겼고요드로잉을 보연 화자가 가앙을 

얻게 펀 과정을 설명영니다. 어느 닐 낯선 사림01 집 앞에 서 있다가 줄근하는 

나틀 룰들고 엉웅하게 가앙을 맏아 달리고요청했다‘ 나는 자겁게 거절하고 

돋려보냈다.그런데 저녁 때 돌아와보니 그 낯선 사림이 기잉을 연관에 놓고 

가연서 쪽지틀줄여놓킬 .가앙을 당신에게 맏킬 수엮어| 없으니 믿아주시요 일 

끝나연 잦아가겠소.”어쩔 수없이 가앙을 들고들어갔는데 궁금해서 얼어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더러 그러고 몇 년 지닝 뒤에 지금에 와서는 기잉 주인이 돋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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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지 않은데 가양 안에서 날개가 푸특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동찍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딩시 Of이들 동확잭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 머릿속에 

생여 있다가 어느 닐 이야기로 인들어졌습니다‘ 이컬 전시알 생각은 못했다가 

용기를 내서 O써| 이야기가중심이 되는 첫 번째 직픔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닝지의기없1994 

같은앙식의이야기인데요,상자*으호시 •• 진시풍 1995.2。。。 

후산시겁이@i!!/ 2。。4 킥웅이@· 원근업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멀리 이동힐 수 있는 

징지입니다 • • 상자를열연 전이 나오는데 이 전을 끝까지 을고 어느 지점에 가연 

윈근법적으로는 상자보다자신의 몸이 더 작아지는 위지까지 갈 수 있다.그 때 

살살 기어 들어가연 싱자 속으로들어킬 수있고 그형게 되연 딩신은 지금이곳이 

아닌 어떤 다른 곳으로 떠닐 수 있다‘’ 이런 상자의 사용설명서 텍스트가 물어있는 

직업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2004년에 로탱갤러리에서 큰 전시를 하게 되었을 

때 크게 재연했었는데 모자 이야기 입니다. ‘모% 1994.2。。4호엉g허리 

위에서 보시연 연속무늬저럼 되어 있는 두 사림이 믿나 손을 내밀고 

익수를 하고요. 하자마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와중에 희생자의 

모자가 떨어지는데 집아먹는 자는모자를 일궈놓고 다음 장연으로 넘어가죠 

‘그 모자가 바로 이 모자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실제 증거를과 힘께 배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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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는 

설정이었습니다‘ 이형게 이야기와 사틀을 결합시키는 잉식의 직업이 흰동안 

저흰테 굉장히 중요한 앙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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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 1994 

95년에 귀국해서 96년에 개인전을 었고97년에 운 중게도 학교에 

자리가 생져서 한국예술종힐액교에 들어겁니다. 그때부터 학교에 들어가 

여|전저럼 안정적 생월을 되잦았는데 대신 제대로 된 작업시간을 싱당히 

빼잇겁니다. 액과징, 부원징과 같은 획교 보직을 하연서요“:19년에 와셔야 겨우 

경주선재에서 전시를 일 기회틀 얻었고요‘ 그때 슨수건 작업을 합니다.씨소g시건〉 

1999 g추선.미@갱 보시다시미 연으로 펀 5。xso따리 흰 전을 우연히 던져진 

싱태로 놓고 민 장의 역돋을 염잔 받아똑같이 모뉴언트(m。nument)저럼 

전시장에 재연한 작픔입니다‘ 어떤 사건은모뉴먼트로 기억되고 어떤 사건은 

잊히는지‘ 누가 그컬 결정하는지, 기준이 뭔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져|가 당시까지 이를테면 한국에서 굉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국제적인 

기픽전 잊 큰규모의 공간을 마음대로채우는 앙식에 적용못하다가 이 때 저음 

하게 되었습니다.그전까지 보신 것저럼 아주 소규모의 오브제틀 직업실에서 

민드는 직가였고 이야기틀 쓰는 것이 직업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비엔날레 

형식의 전시에 어떻게 적용힐 수있을끼 하는 점이 암담하고 당흑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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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의 망. 2。。4

20。4년에 로탱갤러리 같은큰 공간을 져|공받고 마음대로 뭔가 해보리고 

주문을 혔을 때 이런 작업을 었습니다“4명|의 앙49 Room<> 2004 g엉g러리/ 

2。(〕7 ?|시언션디디 7칸X7칸 전지|가 49칸인 공중전화 벅스저럼 이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사이엔 전부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어서 관객이 동로저럼 사용허| 

돋아다니거나 어느 응뼈| 들어가 사앙의 문을 닫고 짐시 머울러 룰 수 있는 

시설물이죠 

이 작픔은 어디서 보관알 수도 없고 실제 크기로 소징도 일 수없어서 

전시 끝나고 곧바로허|져|했는데 겨|측 여기저기서 전시틀 맡 기회가 생겨 결국 

마드리드까지 가서 전시했습니다‘ 

이 작픔도 마잔가지입니다만 일반적인 원콩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뒤 앙의 아랫부분만제거하고 전징에 매달아 관객이 들어가 돋아다니다 

보연 익간연기증이 느여질 정도로 엌이 살픽 옴직입니다. 마지 바지를인 입고 

바깥으로 나간느낌, 집이연서 킬인 공건을 만들었습니다.예닥없는잉 B。ttomless

R。。m> 2。。4 l1\ll!허리/2。。5 !l엉3'1'.르트군스트이어a앤 이것 역시 전시 끝나자마자 

부셔 없웠는데 이듬해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똑같은 직픔을 해달리고 해서 알 

수 없이 전시했었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전시가 몰나고 난 후에 부수었습니다. 

이형게 공간 인에 건축규모의 설치작픔을 안동인 합니다. 

이것은 에치고즈마리 트리엔닐ξll(Echigo-Tsumari Art Triennial) 

‘티인를의 양20。6이|치고츠이입트리언닝예였는데 힌쪽은 잉이고 뒤쪽은 우러나러 

잉문저럼 엄준흰 산익지대입니다. t;낼의 시골마을인데 3년에 흰번 국내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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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영을 조대하는 전시입니다‘ 그런데 연지딩시틀 가서 보니까지진 때문에 

주민들이 떠난 떼가가 왜 않았어요 자원몽사자들이 메가에서 재왕용일 수 있는 

물건을 수거해 룬류했는데 문픽들이 굉징히 인상적이었죠 로탱갤러리에서 

했던 49개의 앙의 다른 버전이리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구한 중고 

문픽을 가지고1명찌리 앙 16칸을 야외에 만들었읍니다. 그 지역 목수들이 

50-60년에 걸져 만들었던 언 문찍들이죠 그런데 이게 재있게도 규격이 

떡여섯 자, 180cm로 높이가 정해져있고 폭은 대개 그 절반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어떻게 하느냐가목수들에게 싱당히 중요한 과져|었을 것 같아요. 다 

밍엄이 다른데 그것틀을 다 모아놓고 보니 거기서도어떤 일관된 미적 핀암들이 

보인다는생각이 들었고 낯선 사람들의 생양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님의 

개인공건을 은밀히 팀사해가는 느낌도 믿는 공간이었습니다‘ 

언 문픽으로 한 다른 작업입니다· ‘우리기버린 은틀> 2。。4 에이리 이트앵입/ 

2。。4토g미@i!t/ 2。06 엉던 이시이혀우스 헤이리에 근사하게 새로 지은 연대식 건물 

사이어| 이룬들이 서울에 버리고 떠나온 언 문픽을 굳이 플고 가 만자집을 믿들어 

놓고 여기틀 지역 카메로 쓰겠다고 해서 주민들과 딘지를 설계안 건축가들에게 

S멍히 비난을 받았죠 이런 존스럽고 지저룬한 것을 떠나 문화적인 삶을 

가꾸겠다고오셨는데 곤질기게 띠러왔죠. 그동안 이형게 큰 규모의 설치작업을 

하연서 20。4년 로탱갤러리 전시 이후 한 5년 가까이 로맹전시의 후속 직업을 

반록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2010년에 여의도에 큰 규모에 공공 미술 직픔을 

했습니다 이곳은께검g 걷 Path 。,w;n0> 2。10 여g도 3。미터 킬이의 교통선 

부지인데요 거기다가 뭔가 흥미로운 장연을 하나 안들어 달et는 주문으로 

서울시가건축가 몇 사람, 조킥가 몇 사럼에게 지명 공모를혔던 건데 제가 당선이 

되어서 이것을 하느리1년을 뀌어요.그러고 나서 하나얻은 게 있다연 다시는 

공공미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저 앙에 지나갈 때, 저게 

쓰레기여|요. 사실 이 부문은제가 하려고혔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구를구률 

을랴가는 전망대안 있었는데 심사하는 룬들이 탠가 싱징적인 기념비 적인 성격이 

없다 이형게 생각을 해서 이걸 보완하지 않으연 계익을 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격자 먹기로 했는데 언젠가 태릎이 좀 심하게 오연 휘어지연 그결 

계기로 저컬 떼어냈으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2004년 로탱 갤러리 전시틀 하고 나서 조금 안일해진 김이 

있었습니다. 해외 여기저기서 ‘이 직픔을 다시 전시하연 중겠다.’는 식의 주문이 

오게 되자 마지 제가 대담흰 일을 한 생각이 들어 옛날에 했던 작픔을 또 인들어 

주고 일주일 공피 관굉을 흰 거죠 전시에 가서 오프닝 잠석도 하고, 3성급 

호델앙에서 지내도 보고, 생전 보지도 못한 동료 작가들을 공양에서 안나 일주일 

동안 술 한 진 하며 돋아다니는동안 ‘이컬 겨|측해야하나?’ 하는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린 식의 전시는 의미가 없으며 이런 식의 직업도 의미가없다’는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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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여의도에서 공공미술하고 나서야완전히 마음을 다잡으며 

‘잉으로새로 전시를요정하연 무조건 신작을 한다. 그러고여태끼지 내가해보지 

않았던 직업을 하갱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흰컬과가 죄근 제 작업을 

조금씩 진전시킨 몇 자례의 전시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음으로 해온 떠포먼스인데, ‘Beyond the H。rizon> ?}운트다운 

2。11 응S역셔1! 284 울러스틱으로 된 나뭇잉으로 나무저럼 룬장을 안 채 서 있는 게 

접니다‘ 노을 공원이죠 닌지도공원에서 지명션 하나를 정해 지명션이 시직하는 

부문에서 아집 얼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나무가 서있는 

것저럼 보이죠 이걸 영상으로 찍고16룬마리로 펀집을 해 전시틀 했습니다. 

퍼포먼스는 제 제질이 아니지안 이런 직픔은 힐 수 있을 것 곁있어요‘ 아무것도 

인한 채 서서 조금액 결을 수 있으니끼‘ 

이런 시기어|, 자전거에 윌 진뜩 싣고 운반하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연서 자전거에 아무것도아닌 허공 같은 것을 실으연 중겠다고생각을 해 

심전리 자전거틀 대절한 후세발자전거로 바꾸어 푸른 하늘을 그런 캔버스를 싣고 

쓸데없이 시내틀 돌아다니는 떠포언스도 했습니다 . ... i!Xll!!>l> 2。n

2012년, 드디어 저연테 굉주 비엔날레에 줄를일 기회가 생컸습니다. 

비엔날레기95년에 생컸으니 싱당히 오랜 기간 ‘굉주 비엔날레와는인연이 

없구Lf.’생각했었죠 201 2년이 되서야 기회가 와 굉주에서 이 작픔을 

메인작음으로 내게 되었습니다.‘그를이 띠닌 굿이IA~2。12 킹쭈비인닝., 전 그럼을 질 

못 그려서 주로 대억원생에게 아르바이트틀 맏겼는데. 바다풍경사진을 팍대해 

3호따리 핸버스 2。0개에 픔져 그렸습니다. 각각의 캔버스는 전체가 뭔지 일 

수 없어요. 윌 그린 건지 하나만으로는 룰수 없는 싱태죠 그립을 그려 굉주 

비엔날레 전시징 억에 건 뒤 사진을 찍고, 고스란히 캔버스를 빼어서 며일 동안 

굉주시내 곳콧을 다니며 여기저기 그럼틀을 버렸습니다‘ 200개의 캔버스가 굉주 

골목킬이나 수물더미에 버려졌는데 보름이 지난 후 굉주일보에 ‘비엔날레 직픔이 

운송 도중 룬실되었다 굉주시내에 직픔이 를아다닐 텐데 흑시 몬 시림이 있으연 

짖으러 킬 테니 이 번호로연락을 달랴.’는굉고틀 냈습니다‘ 전시틀 오픈하기 보를 

전에 굉고틀 냈고 33점 정도 즐O냉습니다 나머지는 안 돌아왔고요 33점을 

원래 위치에 퍼즐저럼 전시한후 그 과정을 영상으로기록해서 설명을 울였습니다. 

굉주하연 80년 굉주의 이야기틀빼놓을 수가없죠. 굉주에서 3전 명 

정도 실종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시밍 팍인된 시림이 이 삼액 여 영이거든요 

실종되어 즐아오지 않는 사림들은소문으로만 굉주 시내를떠돋고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은유로서 실종된 캔버스 그럼들로 만들어 전시틀 했습니다‘ 눈치 삐른 

사람들중엔 ‘이게 비엔날레 작픔일거야, 돌려주지 말아야지.’ 하고 소장하신 문도 

꽤 있는듯해요. 이 직픔은그 전으른 다시 돋아 킬수 없지만 사람들의 기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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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들의 소문으로 님을 거란 생각을 잉니다. 

2013년에는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일온 정원의 모래틀 

긁어서 다듬어 놓은 잉식인데 ‘오해 찌에 i는를> 2。13 원 모래에 사람들이 악서틀 

하거나 글을 쓰고 깨끗이 지원내는 식의 장지입니다‘ 머리는색연밀들을 모아서 

무지개를그려온다는 의도였고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책상틀을 모아서. 

유일한 공동점인 수명을 연결해 하나의 쩍상을 만들고 높이틀 맞추기 위해 

잭꽂이의 잭을 훌아 아래에 암진 작업이었습니다.‘딘히니의 "'"' 2013 g허리 스케이E 

이것도 셰 개의 각각 다른크기의 선인장을 똑같은 영태로재연한후에 

브른즈(Br。,ue)로뜨고 채색을 었는데요‘ 브른즈를뜨는 한 달 남짓흰 기간 

동안 원몬 션인장이 자리요. 멈휘있는 것들과 자et는 것들이 엇갈린 운명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였고요@의엇강린응'11> 2。13 이건 관객으| 마음측에 있는수명선 

하나틀 이 도구틀 이용해서 한 번 그려딜러고 한 직업이고, 이 직픔은 2012년에 

구두 핏 굽이 떨어졌을 때 ‘이걸 버힐끼?’ 하다가 잎축과 뒤축,왼쪽과 오른쪽을 

바뀌서 울여온 거예요· ‘Walk to the Past> 2。12 격율직업 시리즈 6가지 증 하나로 

눈이 오연 저걸 신고서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모르게 믿드는 작픔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작업했습니다‘ 

2014년부터는우연잖게 일 년에 한 번엑 개인전을 하게 되서 굉장허 

술 가뜬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4년에 하이트 컬렉션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해 

4월에 세얻호 사건이 일어나 전시 전체틀바꿨다고 알 수 있습니다.때land but 

N이hing> HiteC。lie。,。n 2。.

제자리로 되돋아가는 쓸데없는 것들이 주제가 펀 거죠 세 개의 를통에서 

멈프가 영의 룰동으로률을 씀니다. 모터가 계측 일을 하고있고줄도 계속 픔겨 

다니는데 결과적으로생져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두개의 

엌을 생아두고, 연 억을A, 다른 억을 B랴고 하연A의 안쪽몰을 허물어서 

B으| 흰쪽 끝을 생아요. 두개의 억이 질이는 같은데 계측이동을 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는거죠. 이것은시계가등장하는직업인데, 시계두개가 즐아가요. 

바늘이 를아가는데 시계 만 전져|가 같이 돋아가죠 만 전지|가 다른 앙식으로 겉이 

돋아가기 때문에 몇 시인지 알아를 수없는 영태가 팀니다. 

인터넷에서 잦은 성공하는 업을 뒤집어서 실때하는 업에 대한 얼 가지 

규칙을 적어서 억에다새긴 작업이고요‘깨진 동그란 거울에 조명을 비휘서 

검정색 영을 한 엌에 보를달이 뜨게 직업을 흰 거고요. 서로 다른 늪이의 찍룬틀을 

조t<H틀 맞휘서 똑같은 키로 안드는 작업입니다‘ 

떠포얻스도 있었고요 셰윌호 전막 근저에서 세월호와 아무 싱관없이 

하염없이 언 곳을 져다보는 떠포먼스입니다. 

전시 마지믹에 운동알 때 스스는 공들을 배열었는데 규획이 있습니다‘ 공을 

일정한 높이, 2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튀어 오르는 높이틀 재서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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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연셔 01후것도 이닝 것». 2014 

좌대를울인 거예요‘ 골프공이 져|일 우수혔고 농구공은그 다음 입니다‘ 너무 

우울안 전시가될 것 같아서 전시 마지막에 농담을 하나 넣었고요. 

그때와 같은 전시였는데 이걸 금년 조 국제갤러리에서 또 재연한 적이 

있어요‘ 심전리 자전거 두 대틀 절빈 씌 토막을 내서 앞바퀴는 잎바퀴, 뒷바퀴는 

핏바퀴끼리 픔겨 줄인 뒤 아무 일 었던 것저럼 나린히 셰원 놓았습니다.오도 가도 

못하는두 대의 저전거를두고, 딩시 한국사회가 자동자, 컴퓨터 장사가 질 되고 

인류 문확까지 외국에서 인기틀 얻었다‘ 그야말로 ‘성공했다/며 우훌대고 있을 

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거픔이었구나.', ‘여태까지 헛수고틀 했구나‘, 

하고 자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 자동자가엄정닝 예신을 지원해서 국립연대미슐관 

서울관에서 했던 전시이고요· ‘인E이는시영 니>flnv;s;b’e Land of ~> MMα 

Hyunda; ”이as Series 2015 전시징 입구에 금릉어 아흡 마리틀 룬리된 트해에 얀 

마리씌 집어넣어서 아무도만나지 못안 채로 하염없이 가도 가도 똑같은 자기 

트핵안을 해매게 만드는 직음입니다.얼핏 보연 아를다워서 ‘이 Of를다율과 이 

짐흑힘을 어떻게 소화알까‘’ 하는 고민에 삐지게 안든 작픔입니다‘ 

매일 같은 피아노 연주틀 하는데 아짐마다 악원상가의 악기싱점에서 만 

사람, 조융사가 와서 건안을 안쪽에서 떼어 갑니다. 점점 갈수록 연주가 엉망이 

되고 앤 마지믹에 가연 완전히 짐묵의 연주가되는 퍼포먼스입니다. 

이건 관객들이 전시기간 동안 매일 한 시간엑 와서 쩍을 밀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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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입니다‘ 밀사돈! 잭을 인쇄해서 잠가했던 문들에게 보내 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고전적 문획 작픔들, 카프?}의 성, 이런 작픔틀을 

밀사틀혔습니다. 

이것도 쓰기와 관련된 작업인데 포스트잇 크기의 색종이어| ‘딩신이 지금 

제일 그리원하는 것’을 스스리고 한뒤, 사림들이 써 놓은 카드틀 엌에 울여서 일종의 

카드 씩션 같은 느낌으로 확연이 계옥바1'1도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들 다 텍스트틀 기반으로 한관객 잠여형 작업이었고요.아까얘기한 

49개 앙의 다른 버전입니다‘ 이번에는 영엣 전을 이용, 64개의 앙을 민들었고 

훨씬 더 어두워요 안으로 들어가연 깊은바다 속으로동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삭막안 미숱핀공간 안에 모빌 영태틀 가져와서 여러 가지 종류의 효}문을 

매딘 후 일주일에 두 번씩 틀을 주었던 작픔입니다‘ 

이 당시 지원믿었던 제작비 예산의 상당 부문을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무게가 39튼이었어요‘ 시엔트와얼근으로구조를 안들었고요. 근데 그엄정난 

을링을 투입한 작픔의 안에 들어가연, 텅 빈, 압고 하얀공긴인을 만나게 돼요. 

관객 룬들은 이런 질문을 힐 수있지 않을까 했어요‘ 국내에서 가징 큰 규모의 

기업이 지원하는 전시틀 하연서, 그예산을 이형게 텅 빈 공간을 믿드는데 

쓰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했습니다‘ 설지과정에서 

굉징히 어려운 점이 않았습니다. 무게가 39튼이나 딛지 올랐어요 전시장 운영 

담당자들이 아래가지허주자징이랴 건물이 무너질 수있다고 말늠 하셔서 무게틀 

룬신시키기 위해 여러 장지틀 사용하여 구조개선까지 흰 뒤, 이 정도 무게는 

지탱한다는 것을 팍인시킨 다음에 직픔을 설지혔습니다. 마지믹으로 지난 2윌 

딜에 국제 갤러리에서 얼었던 전시 사진을 보여드러연서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짐여자1 이전에도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징작센터 입주 작가입니다‘ 다시 

강연을 듣게 되어 영굉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양상 액생들에게 예술가로 

살아가는잉업에 대해 말을해 주시는데요. 저|가획생일 때는 그 말이 

굉징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 싫을 살아가는잉업을 

얘기해 주셨으연 더 중지 않았을까하는아쥐울은 있습니다. 

그 당시 ‘하루에 한 시간씩 예슐기로 살아가는 앙엄’에 대해 말늠해 

주셨는데요‘ 그 때 선생님께서는 .내기획교 행정가인지, 교수인지 흑은 

집인의 가징인지에 대해 혼란을 적을 때, 하루에 한시긴씩 예술가로 

살아가연서 온문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밀음하셨죠 저 또한 

지닝 5년Olet는 시간동안하루에 한 시간엑 예슐기로 살아가연서, 

작가로서 회귀맡수 있던 중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틀 빌려 

하루에 한시간펙 예술가로쉴아가는 앙업과 작가 자신이 실매하는 

앙업에 대해 설영해주셨으연 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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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는 시캉의 니리>. 2015 

인규열 어느 시점부터 제가 허루에 몇 시간 작업을 하나 생각해왔어요 어떤 

날은 하나도 언 하고요. 어띤 날은아짐에 일어나서 생각은안 나지만 작은 

스케지특노트틀 영져놓은 뒤 그결 잠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연 

엮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자 뭔가를 시직일 수 있는 실마리가딩니다. 그걸 

가지고E적 E적 글을 몇 중 쓰고요. 연메이지 룬링의 글을 쓰거나 스케지를 

하고 나연 그 다음에 아짐 먹는더|, 일싱에서 보내는시간을 생각해보연 유일하거| 

그 시ζIOI 내가 예술가로 깨어있는 시ζIOI구나 리는생각이 들었고, 우스갯소리로 

나는 30룬찌리 작기ξi는 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덧 제가 직가로쉴아가는 앙엽이 되었습니다.아짐에 

일어나서 뭔가틀 섣고,그것이 썽이고, 그러다 전시나 프로젝트틀 하게 되었을 

때 그글을 뒤져서 쓸 만흰 것을 건져 내서 큰 규모의 전시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안쪽엔 힐싱 텍스트가 있어요‘ 이 텍스트틀 형상으로 구언하는과정 

역시 있는데 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짐 시간이 절대적으로 일요영니다‘ 

억생들에게도 Of루 종일 직업에믿 매달리거나, 직업만 고민하지 밀고 -그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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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지만요-일도 하고 가장으로 자기 역밑도 하연서 쉴아가는 앙엽은 이것 

이니겠q, 다안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는 ‘무조건 이 일을 한다/이런 식으로 

직업을 혔으연 좋겠다는 얘기틀 힌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무엽부터 억생들에게 이야기알 때, ‘졸업하고어떻게 살Of랴.’ 

하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그 전까지는 ‘작가가 무슨 취직을 하냐.’, ‘작업안 

열심히 하연 니중에 어떻게든 기회가 펀다.’랴는 이야기틀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킬수록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작가가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오래 

가려연 기본적인 생월을 꾸려할 수 있는 자기 일을 만들어야한c:f, 그게 뭐가 

되었건 스스로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업니다. 

정은 작기들에게 드러고 싱은 말을은, 제가 버린 시간이랴고생각였던 

시간, 기자로 지낸 7년 동안 ‘왜 이러고 쉴아야 하나‘’. ‘작업을 더 했으연 

중겠는데.’ 하며 흰탄하며 지냈는데 흰펀으로 작가들을 휘재하고 무슨 생월을 

하는지 들여다 몬 시간이 완전히 버린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없었다연 한국 미슐의 앙양이나 를토에 대해 비만적 거리를 가지고 작업에 접근알 

수없었을 겁니다. 당징 24시간 전부 직업에만쏟아붓는 직가가되려는 건 

비연실적입니다‘ 사회 인에서 자기가알 수 있는역맡을 잦고 하루 3。룬이랴도 

생각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울들어 플고 가다보연 언젠가 기회가 을 것이리는 

밀음을 드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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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예|찌외 찍션 그혀고 .혀이픈’ 

긍징연, 김선식 

우리가 말하는 하이를은 왼료짙 수 없블 

연질의 상정이자 질E 연열될 수 없는 

l!!il의 상징여마, 혀여은예 억예서 전.와 

연성융 지양하는 추상엌 운동은 비호소 

표연g 수 있고, 하이를을 통해서 마언과 

미왼성을 승인하는 구써적인 표현들은 

마힘내 용직염을 얻는다.하여은은 찌옥여여 

딘tlOI고, 논쟁적 전씬이자새로운세대의 

기대지멍을 나타내는 g식이다. 언어 비믿을 

동혜 사피듣 성알히고 용확틀 점검히띠 

역시를 뭉제확혀려는 혀이픈 기능을 

주훗률로 삼고, 하이를 혈상을 훗대호 

서|.고자 얀다. 

Innovation in Literary Magazines 

and the ‘Hyphen’ 
Keum Jung-yun, Kim Shin-sik 

The hyphen we speak is a symb。l

。f CX>nnecti0<、 that cannot be 

c。mpleted and a symb。| 。f

c。mpleti。n that can never be 

c。nnected. T i rough the hyphen, the 

movement of ab야action that seeks 

c。mpletion and wholeness can be 

expressed, and specific expressi。ns

that approve fragments and 

inc。mpleteness 앙v。ugh the hyphen 

fir냉lyeam m。vement Hypher、ati。n

1s a persistent, d1Sc。nnected,

c。ntroversial frontier and a s ign 。f

g야ctati。nsofa new agξ Thro맹h 

th" criticism of language we wtll 

reflect s。ciety and review cultur4', 

w h1I" making the hyphen "'"'" as 
a signpost or symb。|。n the basis 

。fth" fιlCtior、 。f the hyphe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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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지의 혁신그리고 
‘하이픈’ 

Innovation in Literary Magazines and 
the ‘Hyphen' 
금정연,김신식 

들어가기전에 

금정연 지금부터 2017년 예술로 가로지르기 섹션워크용, 문예지의 혁신 그러고 

‘하이픈’을 시직하겠습니다. 저는오늘 이야기알 금정연이고요. 

김신식 네‘ 저는 손발 맞춰 힘께 이야기알 김신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정연 그럼 본격적으로시작하겠습니다. 사진자료집을 보셨으연 아시겠지만 

저억는 r문학과사회J랴는문예지틀 믿드는먼집 동인이고요. 저억가 4.5세대 먼집 

동인으로 합류인 시기는 2015년 가을를입니다. 2016년 가을호부터 역신호를 

민들어서 지난여름까지 역 1년, 네 번의 계절마다 계간지틀 및어요. 우러나리 

문예지의 역사는 1966년 t장작과 비명J을 시직으로 40년-so년이 되어 

가는데요. 문예지가한국문학을 주도연 시절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권력이 있지만 

독자와의 접점을 잉어버린 상항에서 저의가 어떻게 혁신이et는 기지틀 내걸게 

되었는지, 그러고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틀 경엄담 위주로 

밀을드러겠습니다. 강연 형식이지만 세 시간엑 진앵되는 원크용이랴 중간에 

공급하신 부문은 바로바로 질문하시연 윌 것 같습니다‘ 

사실 문예지는 연국 문학에서 굉장히 커다란 역얻을 했죠 

특히 t장직과 비명" f문획과사회j 두 잡지는 죄소만 1970년대 조반부터 

연재까지 신인 작가를등용하고 명른가가 작픔에 대해 비명하고 해석하며 독자가 

어떻게 이 작픔을 믿아들일 것인지에 대연 매개자 역일을 했습니다.그런데 

20。0년대 중반을 넘어서연서 문학작픔의 독자가 중었다는 문획위기설과힘께 

문예지 독자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싱형에서도 문예지는 흰국문딘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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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와 엄째 시스댐적 역밑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인되겠다 싱은 시점에 저의가 투입됐습니다‘ 

문예지는 펀집위원 시스템과 맞룰려 즐Of겁니다‘ 먼집위원은 딘지 

문예지 기픽뜸인 아니랴연징비명기로서 시나 소설에 의미를 부여영니다. 또한 

문예장직괴〈이하 문장과), 국어국문획과(이하국문과) 같은 액과에서 학생을 

가르집니다. 그 획생은 다시 독자와 작가가되죠 그래서 문예지 편집위원은 

대부룬교수, 억사, 죄소한 신준문여|로 등딘흰 비명가, 직가 등으로 이루어찌 

왔습니다‘ 
저의 r문획과사회J는 징직자가 펀집위원을 하지 않는다는암묵적인 

규획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윗세대 문들, 김연 선생을 일두로 몇몇을 보연 

명망 있는 명른가나 교수였죠 근데 공교톨게도 저희 두 사람은 죄조로 

등암시스템에서 벗어닝 연허로 비유하자연 연허가 없는 비명가리고 알끼요? 

그래서 잉서 투입이란 말을 올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왔습니다. 아마 그부분이 

저흐|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식 씨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신식 정연 씨가힐 밀해주셨지만 문예지의 역사는 떤집위원의 역사와 헤틀 

같이앙니다. 면집위원을 알 수 있는 연허가 있는지 그여부틀 검토하는 직업이 

있는 것 같고요.그 직업을 거진 싱태에서 문예지를꾸려갈 수 있었던 건데요. 

t문액과사회」틀 바쭈|보자었을 때 그런 시스댐이 노후화되고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연 씨와 저저럼 연허가 없는 시람이 문예지를 만드는 

구성원으로 들어갔고요. r문학과사회j가새로이 문을 얼게 된 것입니다‘ 

금정연 그형다고 해서 r문학과사효I~ 새로운 펀집동인이 모두무연허는 

아니고요‘ 연재 먼집동인이 7영인데 죄근들어온 항예인 씨와 저의틀 제외한 

나머지 네 룬은 대억원 억사 과정과 등딘시스템을 거져서 횡동하는 명른가이며 

억자입니다. 룰른그형다고 해서 동료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앵히도동료들은 이런 연허와 비연허 소지의 관계와 경계에 대허| 프리미엄을 

두지도않고, 21려 회의적이었습니다‘ 

다인 이 문예지리는 게 그동안 얼마나 닫혀있는 영역이었는지 

져| 경엄에 비추어 밀음드러갱습니다. 저는국문과틀 나왔고요 국문과핵사인 

했는데 문액을 중아해서 문예지를 많이 91었습니다‘ 대액을 졸업하고뜻하지 

않게 직징생월을 하고 프리랜서로글을 쓰게 탔어요. 프리랜서 생월을 한지 

~ 3년이 되던 연말에 그런 생각을 안 거죠“Of, 이제 이 생얻은 못해 먹겠다‘ 

돈도 인 되고언제끼지 이형게 쉴 수있으리린 보징도 없고.’ 그러연서 제가 해온 

일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져|가 프리랜서 작가로서 일간지,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 빈연간지, 연간지 등 거의 모든 매체에 글을 써온 거예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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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믿글을 못 었어요 제가 생각한 계긴지는문예지고요. 저는 이g에 그안즐 

거연 다한 번펙 써보고 그안두연 중겠다고 생각었어요. 근데 문예 계간지에 글을 

쓰는 사림은 아까도밀했듯등담이랴는제도를 거진 소설7f, 시인, 명른가 흑은 

영미문획이나 프랑스문액을 전공한 번역자입니다‘ 일정한 연허틀 갖고 있는 

룬들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와서 연허를밀 생각도 없고 그혈 이유도 없으니 

아입지안 다른 일을 짖자고생각했어요‘ 그게 2013년 말이었죠 그런데 2。,,4년 

조이| r문획동네j에서 전화가 왔어요‘ r문학동네J어|서 리뷰좌담이란 코너틀 힘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일종의 스태프로서 문예지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 건데요. 

그때 굉징히 놀랐어요. 왜 나흰테 이런 져|언을 혔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리뷰좌딩이| 잠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뷰좌담은 정은 명른가 3-4영과힘께 소설을 

얽고요. 그에 대연 얘기들을 좌담 형식으로 담는 거예요. 저를제외한 다른 

룬들은 다 등딘하신 룬들이었고요‘ 그래서 왜 나흰테 이런 제안을 혔을지 궁금만 

한면 ‘더는 이 시스댐이 직동하지 않고 쇠락하고 있는 컬까, 망해킬 때가됐구나.’ 

생각도혔던듯싶네요. 

기획 

금정연 이후로 t문액과사회」리는 집담이 나를대로 발 삐르게 혁신호를준비했고 

이 혁신의 결과는 동시다발적으로있었던 듯해요.역시 유수의 문예지였던 

찌|겨|으| 문액J이 없어지고r릿터」랴는문학잡지가 장간었고f악스트」란 집지도 

징긴했죠 울른 그 잡지들이 계간지는 아닙니다안 f징작과 비명J에서는형은 

김각을 폭넓게 수엄하자는 의미에서 r문획3,01리는 잡지를 만들었고요 

이런 위기의식이 앵배한 상태에서 역신의 일요성을 절김한 계기가 

뭐었을까요. 저의가 생각했을 때, 아끼 신식 씨가 말읍하셨지인, 문예지의 역사는 

떤집위원의 역사이고 비명가의 역사죠 여러문이 소설을 읽으연 그 뒤에 해설이 

있잖아요?그것이 대릭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 전동이 30-40년 

되는 것 같은데요 계간지가 휠발해지연서 명른가의 입김이 셰지고그들이 어떤 

종류의 보증을 하는 거죠 마지 ‘보석감정사가 이것은순금이 맞습니다.’ 하고 

보증하는 것저럼요 작음 뒤에 해설을 넣으연서 자기가 지목한 작기러는 인장을 

공고히하는거죠 

21세기로 넘어오연서 그런 것을 일요로 하지 않게 딩니다. 가렁 

9。년대까지안해도 베스트영러까지는아니지믿 꾸준히 밀리는 명른집들이 

있었어요. r문액동네J 면집위원이었던 용종연을 비롯해 서영채, 액닝정, 김연 등의 

명른집들이죠 2000년대 중반에 신형껄 션생의 r몰락의 에티카J틀 마지믹으로 

베스트옐러로서 실질 독자가 얽는 비용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그전까지 문예지의 구성을 왔을 때 시, 소설이 있고 작가른 흑은 

직픔른이 실었죠새로 나온 자사의 잭을 비롯하여 흥보하연 풍을 듯싶은 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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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명이 있었고요.문예지가 독자 입징에서 웠을 때, 담떤집으로묶기 전 

직가의 신작을 미리 룰 수 있는 장구리고 생각하기 업지인, 실상은 계옥 반록해서 

밀했듯이 비명 권역의 확증과 그시스템의 유지였어요.근데 이제 비명, 혜셜, 

명른이et는 글의 형식이 더는 독자Oii게 91히지 않는 연실을 맞이혔습니다. 

김신식 Of:까 정연 씨가 말했던 전통적인 스타일의 연장명른이 점접 수요가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억가 새롭게 잡지틀꾸힐 때 존펴| 

여부를 가장 고민한 코너가 리뷰였어요. 근데 러뷰리는 코너가 어띤 식으로 

바뀌든, 이것을 고민힌다는 건 전통적인 연장비명이 더는 유의미한 채널이 

아니랴는 거죠 그래서 링등도 하고 서로 격른도 영이연서 기존의 것과 써것에 

대한 가늠을 이어나갔습니다 

금정연 문예지를 혁신하연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질문은‘문학은 무엇인가’였어요. 

사실은 ‘문학이린 무엇인가’et는 질문은 사르트르(」ean Paul Sartre)의 쩍으로 

힐 알려져 있지요 근데 얼획을 제외한 다른 어떤 룬O뼈|도 ‘-은무엇인7f'랴는 

억문의 의미나존재근원을 묻는 그런 책이 많01 없어요 가령 확획01란 무영인71, 

물리액이란 무엇인가를 검색하연 개른서로 한두 권 나오는 정도죠 근데 

온리인서점에서 ‘문획01란 무엇인가’틀 검색하연 수십 권이 나융니다. 얼획은 더 

많이나오고요 

70-8。년대 노동문액 흑은 사회적인 어떤 이념의 표시로서 문학, 

연실잠여적인 문액의 흔적이 많01 사a샌! 이후까지도SNS어| 김성적인 흰 줄로러도 

많이 의구 됐던 문장은 ‘문액은쓸모없기 때문에 쓸모 있다.’인데요‘ 무용성의 

유용성이리는 아포리즘(Aph。rism)을 갖고 한 말장뇨IOI 문액에 대한 정의로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액의 자율성이랄까요, 사회와 관계없이 문액은 

존재하며 또 존중맡아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문학은 사회를 바껴야하고 작가도 연실보다 나은 삶을 싱싱하도록 

해야한다는 태도도있었고요 굳이 잠여와 슨수랴는이룬법적 즉연으로 웠을 

때r문획과사회j는 순수 진영에 있는 문여| 계간지였어요. 사실은 아니지만요. 

t징작과 비명j쪽이 짐여죠‘ .문학은쓸모없기 때문에 쓸모 있다.”는 말은 김연 

선생의 밀로 유명한데요 사실은 프링스 비명가들이 했던 말에서 전해진 말이고요 

개인적으로 문예지 혁신을 준비하연서 그 말이 굉장히 쓸모없다고느여지더리고요 

그 자져|가 일종의 밀징난일푼더러, 울른흥위를 바꾼밀장뇨IOI러서 나름의 진실이 

있지만, 문학이 쓸모없다는 것 자져|가 줄핀사의 존재를부정하는 거잖아요. 작가가 

문학작픔을 쓰연 문획줄만사는 그것을 줄간하고 해설과 명른을 실어서 커리어틀 

잇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에 선생이나 교수로서 휘직도 하죠 거징흰 사회연혁을 

다 떠나서 작픔 수익으로 직가도줄만사도 먹고사는데 이런 엄연연 토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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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아주 간담한 자신들의 직동원리에 눈 강은채 그런 밀징난을 한다는 

생각이있었고요.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설, 명른을 시림들이 읽지 않고 무용해지고 

있을 때 저는그것이 문획, 특히 소설의 지우|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느졌어요. 

사실 근대소설은 네이션-스테이트(Nati。n-Stat리, 즉 민족국가의 

틴생과 밀접한관련이 있죠 가랴타니 고진(뼈용行A, Karatani K。jin)의 

이야기입니다. 네이션-스테이트랴는 민족국가가근대적인 국가로인들어지기 

위해서는언어의 통일이 밀요하죠 언문일치가 밀요안데, 여기서 언문일지리 

암은 국사, 국어 시ζ벼| 배웠던 것 같아요. 담순히 내 구어를문장으로 스스는 게 

아니랴 문어를통해서 구어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런 역접의 관계가 있거든요 

이탈리이어가 발명된 것은 딘터|가 f산곡j을 그전까지 관앵대로 랴틴어로 

쓰지 않고 자기가 살던 이틸리아 지앙의 욕어로 었기 때문인데요. 딘테의 

이탈리아어가 연대 이탈리아어, 즉 네01션-스테이트의 공용어가 펀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근대소설이 커다린역맡을 한 거예요. 딘테의 f산곡J이 그형듯 네이션

스테이트리는 건 기온적으로 상싱펀 공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측은 우리가 

생각하듯 단일민촉도아니고요. 뿌리틀 파고들연 한민족안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여 있음에도 한민족이란가상의 이데을로기, 상상펀 공동제틀 

믿들기 위해 공동된 텍스트, 공동펀 상싱이 필요한 거~ 근대소설이 공동의 

텍스트로서 모두가 같은 드러마틀보고즐겁게 얘기일 수있는 것저럼 하나의 

공동된 국믿을 상상맡 수있게 해주는텍스트가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17-18세기, 우러나랴의 경우 20세기 조반까지의 이야기랴고 한다연 21세기는 

사실상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문먹은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 

있다.”는 말은이런 입장에서 보연 너무 말도인 되는 거3ε 이런 효용이 있을 때 

그 작픔이 담순한 해석이 아닌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효용이 

다였기 때문에 얼획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공통적인 의미 부여는 더는 필요 

없죠각자의휘g인거죠 

?}렁 태백산맥은운동권 학생도 많이 읽었고 금서도 됐죠‘ 그 당시에 

독재정부의 대형하는 텍스트로서 91혔다연, 지금은 누군가 태백산맥을 쓰지는 

않겠죠‘ 만약 그런 쩍이 나온다연 누군가는 재있게 읽을 거고 누군가는이게 

뭐냐고 일 거예요 의미가 들어갈 지점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에 주려|사 

비명이et는 밀도 나온 거고요 의미부여가룰가능해졌을 때 밀알 수 있는 것은 

·01 직픔 재있으니끼 사서 읽으세요” • • 흑시 여러룬이 이 코드를 놓힐 수 

있겠지만여기에는 심오안 의미가 있어요.”리고 알 수 있겠죠여기서 심오한 

의미는밀하자연 텅 빈 의미인 거죠 얽는 이가 그 자리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여|전저럼 저g으| 의미나 엄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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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핑에서 기능만 남은명른, 해설 위주의 문예지et는 건 공허하고 

의미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온인들 스스로 뼈저리게 압니다 g지만, 엄줄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 ;에는수많은구성원이 있잖아요. 이걸로 압 멀어먹고 

사는 사링, 이 시스댐을 위해 명생 희생했다는 사람------. 그래서 이 시스댐은 

힐못됐으니 며기하고다른 걸 잦아몹시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건 

시스템 바깥의 새로운세대의 역맡이겠죠 저띄는새로운 세대리기보다 중간의 

끼인 세대인 것 같고요. 시스템과 엄께한 사람과 이것이 필요지 않을 사립, 

그 사이틀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혁신호의 

키워드로t하이픈」이리는 것을 안든 거죠‘ 

김신식 아마 이번 시ζ벼| 많이 등징일 표연 같은데요“끼인 세대’랴는 표연은 

f문획과사회」가 이때까지 이힘온 세대성 문제와도연관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연서 느낄 수엮에 없는 가지관의 증들과 한국사회의 연실과도 맞물려있는 

표언이리고 릅니다. 그러므로 정연 씨가 밀했던 표연을 다시 강조하연 역신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틸바폼을 상상하게 하고 기대감을 주잖아요. 하지만 정연 

씨와 제가앙류하고 같이 일하는 비슷한세대의 동인들은우리 세대가 딩장 

모든 것을 바폴 수있다고 자신하지 밀자는 문제의식을 미리 갖고 시작했던 것 

겉아요. 그래서 r문액과사회J혁신호의 결과를 자져Pl, 이 액락을 모르시는 문이나 

문액만에 얼망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러리고 믿는 문에게는 아쉬용을 담아 

‘왼전한 이노베이션\inn。vati。n)은 아니너I.’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기존 입김에서 벗어나 나머지 5。% 정도 확보안, 정말 끼인 싱태의 

문예지로서 과정을 이어갔어요 2。,16년 가을,r문획과사회 하이픈」(이하 

r하이픈j은그렁게 독자 임이| 놓이게 된 거죠 

2016년 가을에 나온t문학과사회j 역신호 이후부터 기능에 증실한 

본권과 매번 다른 주제로 인들어지는 멸권 r하이픈J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것이 

•t나으| 혈증이었던 것 같아요. 자명하자연 대성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륙은 

하지 않았Lf, 하늘 높이 슷구지지는못었지안 털털거리연서 이륙은 하지 않았나 

싱슴니다 

셰팅 

금정연 저의가 잉점을 두고 싱었던 건 외영이었어요 룰른 내용도 나뉘서 

구성하지믿 어뤘든 t문액과사회」리는 전동의 제호틀 달고 있잖아요 가렁 

엑스트j틀 많이 사는 건 새톨기 때문이잖아요 가격도 저염하고요.'릿티ι 

r미스테리아J도 마진가지고요. 

그형다연 r문액과사회J랴는 전동의 져|호틀 딜고 있는 잡지. 기존 

독자이|게 이미 한룰간시대의 유산저럼 느여지는 잡지틀 어떻게 하연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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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션하고 가깝게 느껴지게 일 수 있을까?그래서 사실 제호틀 바꾸려는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과정을 거져 디자인에 힘을 주자는생각을 었어요. 

여기서 흑시 r문액과사회J 가을호부터 한 권이러도 보신 문이 계신가요? 어떤 

정도로밀해야 알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어띤 관심이 있고 어띤 독서틀 해온 

룬들인지-------
사실 전통적인 문예지는 고루해요‘ 많은 독자와 닿았던 전성기는 한짐 

전에 지나고 기능과 관성인 남아서요 그 2.I앙에는 신정 쓰지 않죠 시대가 빠르게 

바뀌는외중에 한발, 두발, 셰발 늦게 디자인이 바뀌어왔죠 그래서 동시대적으로 

디자인 전반을 다루는 외부에 의뢰해보자 싱었고요‘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인 

프랙티스(practice)랴는 팀과 일 년 동안 작업을 었어요. 

김신식 ‘새 술은새 부대’랴는 비유도 있듯이 그것이 왼전허 가능맡 수있는가이| 

관한 많은 갈등, 염으|, 혈증을 거져서 r문획과사회j틀 어떻게 바울지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음엔 펀집위원 수는 적지만, 우리 한번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성격이 다른 두 징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뒤 논의 필에는 지금의 

형태로 결정했습니다. 온권의 기능을 유지하되 멸권을 따로 두는 것‘ 온권의 

기능을 어느 정도 님긴다고 했을 때 독자로부터 이번 f문획과사회j동인도 영 거 

없네, 이런 소리 자치|틀 듣기 상었어요. 게다가 다들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저흐|가 선돼맡수 있는 줄판이리는 결과물의 융션 중r하이픈씨let는 영권을 

내자고연거죠 

우리 목소리를따로 내보자는 엽의의 과정이 생겼고그런 외중에 

디자인의 연효L 그 변화틀 줄 수있는 인력을 어떻게 증원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연 씨랑 오늘 워크용을 준비하다가 예전 

회의록을 읽어왔어요. 저흐|가 2016년 2월 18일부터 디자이너 외주조사를 

했고요‘ 조|종적으로 프랙티스et는 독립 디자인팀과 일을 하게 됐어요. 

물른 전통이 있는 줄핀사다보니 Of풋소싱(。uts。urcing)을 통해 합류한, 

독립줄핀이리는새로운 강킥에 죄적확된 팀01 r문학과사회J를바꾸려는 시도가 

기존 동인들에게 상당히 어썩했을 거여|요. 하지민 여러 디자인팀과 연접을 

온 결과프해티스가 r문학과사회,£l 과거부터 연재틀 아우르는 디자인을 엄께 

쟁킬 수 있겠다고 핀딘었고요. 디자인팀 중 유일하게 ‘김신식 씨는 혁신이 

무영이리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팀이 프랙티스였어요. 사실 언른에서 

문예지 역산이란 수사틀 울여췄고 혁신이 내용과 관련 있다연 그것을 을어가는 

사람으로서 혁신이란 대져| 무엇인지 알고 있딘 자만이 있었나외요. 그런 인식의 

틀이 있는 상핑에서 프랙티스 팀이 혁신이란 무엇인가리고반문했을 때 늘렸죠 

잡지를믿드는 저의 자만이 깨지연서 f문액과사회J 디자인의 인적 구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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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또연 r하이픈J의 틴생과 더룰어 디자인의 역신이et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의지틀 가지고문예지린 무엇인지 이른적인 

셰팅이나 정의를 듣고 싶은문도있겠지믿요 무영에서 유형의 결21틀을 내고 

싱은 문도 있을 테니 실용적인 얘기도나누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무엇을 바꾼다고 했을 때, 특히 잡지는 만형이 독자이|게 

시각적으로 다가가는데 중요한 지원이겠죠 가형 t문학과사회J는 2。,15년 

12윌을 기허|서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저희가’문학과사효1,틀 바물 

동인으로언른에 소개됐습니다. 정연 씨와 저를 비롯한 많은동인이 혁신을 

책의 를성과 연관지어 바꾸고자 했을 때, 이 잡지의 만형을 그대로 가져겔지 

멀지틀 고민였어요요즘 에셰이 핀영저럼 가로가월고세로가 긴 핀형으로 

민들 것인가 아니연 정말 넓게 민들 것인가, 이런 부문을 고민었는데요. 

프랙티스 팀과 많은이야기틀 하는 중에 만형에 관한 대효밭오랫동안 혔습니다. 

그때까지믿 해도 저는 만형을 중시연다고 했지만 디자인으로서 만영이 왜 

중요한지, 핀형이 바뀐다는 것이 디자인적 관점에서 독자에 어떻게 다가가는지 

등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프랙티스는 만형 연화가자짓 바뀐 컨텐즈틀 

가려버리지는 않을끼부터 시직해 셰세한 g목을 점검하며 직업을 해나갔어요 

금정연 저는 안글(hw이뼈| 다룰 줄롤러요 포토십, n쩨포인트, 액영…---

이런 프로그램을 못다힘요. 디자인이리고 했을 때 사실은 표지틀 언저 생각하게 

되죠 십 년 넘게 이 근앙에 있으연서도특 디자인에 대해 큰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잡지를 만드는 입징에서 표지디자인, 특히 r하이픈J을 어떻게 

자영화하고 눈에 띄게 만들 것인지틀 고믿했어요. 

1년 동안 혁신호틀 준비하연서 프핵티스와의 만님을 통해 느컸던 건 이런 

거예요. 기형 같은 텍스트랴도폰트, 프혀l입, 여액과 맞흠등등에 띠러 내용이 달러 

보인다는 거여|요.그런 요소가 텍스트 읽기에 정밀 큰영양력이 있더랴는 겁니다. 

저는 글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고루한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과 형식이 

별개가 아니며, 엄께 생각해야하는 것임을 그때 깨딜있어요. 울른 지금도질 

모르지믿요. 

김신식 조금 정리허|보연 저흐|는 내용과형식, 그 접점에 대해 고민했는데 

디자인을 중시하기 전에는 내용과 혁신의 관계믿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흐|는 내용을 기픽하는 사람인지러 쩍의 를성을 디자인하는 혁신에 

대해 대화나 소동의 의지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머리를 한 대 맞은느낌이었죠. 

디자인적인 관점으로쉴아온 사람의 혁신과 우리의 혁신이 가지관 즉연에서 

딜랐죠. 그런 부딪짐과 부대낌이 집지틀 안들어가는 데 윤휠유가 되더리고요. 

정연 씨의 얘기틀 이어암자연,조빈에 저의가표지와 핀혈에안 집중혔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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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간이나행혈, 헤이아풋에도 신경을 쓰게 된 거죠‘ 

딘면소설의 전형적인 문량을 깨고매우 월은 소설도문예지에 싣기 

시작었어요 30매 담떤소설의 혀IOIOf풋과 70매 담떤소설의 혀IOIOf풋을 연 

집지에 각기 다른 시각 져|제로 바쭈|서 냈거든요. 그런데 저의가 믿악 디자이너틀 

부수적으로 두고 우리의 애용틀을 시각적으로 실연해중 수딘으로 디자이너들을 

대했다연 아마그런 시각 체제를무조건 반대믿 었을 거여|요. 그런 시각제져|와 

변화를 저희 스스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틀 시징에 내놓겠다는 판딘력이 

생긴 건 펀집동인과 먼집부푼안 아니랴 프랙티스 디자인팀 덕룬입니다‘ 

실앵과직오그러고성형 

김신삭 이제 내용의 변화와 디자인의 관계성에 대해 준비해온 것을 

밀음드릴게요. 

금정연 f문획과사회.와 'OfOI픈.은 작년 가을부터 두 권의 집지가 같이 포장되어 

핀매되고 있고요t하이픈J 첫 호는‘세대른-픽션’이et는 주제로 셰대른을 

우화적으로 표언한‘곰세 마et> 그림이 표지였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주제얼로 표지도 매번 바뀔니다‘ 

김신식 아까 끼인 세대의 연징션상에서 기존 r문액과사회」랴는 잡지가 고수했던 

코너도많이 바꾸려고 였는데요. 그럼에도울구하고 문예지로서 지켜야 맡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자원은 버럴 수 없겠더리고요. 

몬권인 r문학과사회」어|는 서문을 시직으로 딘펀소설-징면소설-시. 

그러고국내외 인문획자와 사회과액자 들의 글을 싣는 지성 코너가 있습니다‘ 

온권을 구성하는 키워드는따로 있어요. 그 키워드에 맞는 온권 기픽이 있고요‘ 

온권의 특징은 기존규격을 지켜야한다는 인식에 따리 여|전 문예지도 휘했던 

코너를인배했습니다‘ 

r하이픈J은 낼 때마다 면집동인들이 독자와 나누고 싱은 키원드틀 

선정해요 혁신호로 바꾸고 첫 주제는 세대른이었는데 사실 세대른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하게 논의되어온주제잖아요. 뉴스에서 세대 질등에 대해 다룰 

때, 자주 나오는“사회구조가 문제입니다‘.와 같은 맨언 의건 말고소설가,시인들 

즉 세대른에 관한 직가들의 생각을 실져|와허구로 뒤섞은 정계 없는 신문으로 

실어서 ‘세대른-픽션’으로구성하자고 했습니다. 

문예지의 혁신에서 디자인의 강조짐까지 오늘 드러는이야기는 

t문액과사회」 뿐아니리r문획동네‘ t징직과 비명J 끼지 즉, 언른인이나 문학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른바 주류리고 하는 메인 3사의 즉연에서 그들이 고수흰 

역사성을 바꾸는 혁신으로생각해주셨으연 중겠습니다 더줄어 ‘디자인까지 

lnno;at;。n ;nuteraiy H횡az;nes and the ‘Hyphen’ 211 



바꾸너|?’ 하는 프혀|임으로 읽으시연 중겠고요. 그전에도문예지는 많이 

바뀌었기에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룬들은 왜 뒤늦게 이런 앙점을 찍느냐고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밀음드렸던 주요문액줄만사프레임에서 그들이 

오랫동인 지컸던 역사성의 즉연에서 디자인을 바꾸는 건 엄청난 모엄이거든요‘ 

사람이 왜,오래 살연 바꾸기 싫잖아요 그런 것을 풍고 나온 게 연}이픈J입니다. 

금정연 2015년 10윌에 저희 들이 잉류해서 새로운 동인이 꾸려졌습니다. 

저의 역신호는 2016년 8윌에 나왔고요 거의 1년이죠 저회가저음 들어갔을 

때가 2015년 10윌이었으니까 늦어도 여름이연 혁신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그러나 제호나 디자인 문제 등등 때문에 거으1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비됐죠 첫 호틀 만들었을 때 연얼력이리고 맡까요? 우리가 혁신혔다고 내세율 

인흰 가징 큰 증거는 이 r하이픈J입니다‘ 

첫 번째 영권의 주제인 ‘세대른-픽션’을 다시 언급하연 세대른 자져|가 

‘88만원세대’. ‘N포세대’등으로 회자되연서 사회학적으로재미없게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또그것이 많은 비만을 받는 것도일고요‘ 그럼에도 세대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킥자 다른 세대가 만나 일을 하니까요. 딩연하게도 세대 

ζ벼|는 공동점이 다르고 소통이 어려운부문이 많죠‘ 

여기서 저의가 묻고 싱었던 건, ‘문액이란 무엇인가’리는 저음얘기로 

돋아가 웠을 때, 내심 키원드로 내세우진 않았지믿 세대열로문학에 대해 생각이 

다 다르딘 말이에요. 문액과 지성사가 줄엄알 딩시 비명계에 큰 족직을 남긴 김연 

선생은이형게밀었죠 

.우리는4·19세대이며 우리는 그어느 때보다 진보적인 세대이며 우리는 

한국사회의 샤머니즙과 회의주의와 싸우는문학을 위해서 문획과 

지성사를믿든다‘ 우리는 윗세대와 다르다‘ 우리는 흰글세대다.” 

4·19세대와한글세대가 목소리틀 내연서 흰국 연대문획01 시작됐다고 

를수 있어요‘ 흰국문획의 역사는 월지만 형상 새로운세대는 윗세대의 문학과 

다틀 수법에 없습니다 재있는 건 누구나 우리의 문학은 재있고 윗세대와 다르고 

진보적이고 미획적이et는 주징을 힐니다‘ 실제로그럴 수 있죠 근데 그룬들이 

나이 들연 자기가 죄고가 돼요 그러니까자기가윗세대가 되연 이랫세대 문액을 

부정해요. 위아래도 없이 자기가 죄고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그런 것을 세대른이리고 넓게 생각댔고요 여기 픽션이리고 

룰인 이유는, 이거I r하이픈J이잖아요?두 개의 키워드틀 r하이픈j으로 연결하자는 

아이디어로 ‘세대른-픽션’이 된 거죠. 

‘88안원세대른’. ‘N포세대른’저럼 뉴스에서 말하는 사회억적인 세대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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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고일종의 표몬을 만드는 거랴고 많은 이들이 욕하죠. 울른 ‘88만원세대’랴 

명명하는 것을 중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대른이 픽션이리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연 88만원세대에 들어있는일말의 공강요소나 

포작알 수 있는 사회 일연이 룬영히 있3ε 물른 모든세대틀 88믿원세대니 어느 

세대니 뭉웅그려서 말하연 힐못이지만요“N포세대른’도 그것이 허구리고 해도 

가지가 O써| 없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는문예지, 문학집지로서 픽션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그러므로 우리는 세대른을 픽션이랴는 전제하Oii 의미 있게 

얘기해보고 싱다는 야심 잔주제로 시작을 했죠 

저의가r하이픈J매 호 뒷연에는 빈 여액을 둡니다. 여기에 두세줄 

정도의 문장. 이 호의 액심이 은유하는 문장을 넣어요. 저음에 었던 건 ‘우리는 

세대른을 픽션이리고생각힌다. 픽션은 우리가하는 일이다‘’입니다. 어떻게 보연 

저흐|의 줄사표죠 저의의 정체성을 이 호에 담으려고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호가 나오고 얼마나 중았겠어요. 잡지틀 새로 만들자고 모여서 1년 가까이 

다투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연 거죠 

나를 괜잖은 잡지틀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앤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얼마나 필혔는지 점검도 하고요.그러다가 직년 10월에 SNS틀 

통해서 ‘문담 내 성폭역’이리는 태그 하어| 기성 문인들이 후배 문인, 지밍생들, 

슴작생들에게 어떤 성적 위해틀 가했는지가 대대적으로 고발됐어요. 그것이 비딘 

문학계뜸인 아니랴 미술, 디자인 등예슐쪽이 많더리고요‘ 직집한 일이고슬픈 

일이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중 문획과지성사 시인션에 이름을린 시인들이 익질 엄죄자로 

거른됐어요. 그형게 되니까 뭐리고해야 를까요, 삐른 리액션과해결을 족구하는 

SNS의 특성에 띠랴 그와 관련연 요구가 줄만사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흐|는 사실 r문액과사회J 동인이지 문학과지성사의 동인이 아니에요. 줄만사링 

밀접하지믿 저억가 의사결정 과정에 잠여알 수는 없어요 ‘그 시인들 시집도 

내췄으니 너의가 힐못한 것이 운영하다‘ 그러므로 어띤 식의 제재를 가ofet.’는 

요구가 문액과지성사로 계옥들어왔죠 그리고 저희한테도 왔고요 그래서 저회가 

그 측에서 안 두어 달간 많은 회의감이 들었고요 그전에 문액에 대해 깅은 실망이 

있었죠 

문딘이랴는 것이 결국등담 시스템, 아카데미 록업체로 돋아가기 때문에 

다 관련 있는 거죠. ‘나는 직가 지망생이Ot끼 .너는 내가 중아하는 작가야λ 

.나는딩신 직픔 중아해 •• 와 같은순수연 관계틀 맺기가 힘들어요. 나는어떤 

직가의 제자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흑은 문예지 심사틀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잡지의 떤집위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세대른-픽션’ 이후 다음 하이픈 주제틀 ‘페미니즘적-비명적’으로 

예전부터 기픽혔어요. 역신호 이전부터요.하지만 거기서 문제가생기는 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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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연 사람들이 이형게 생각알 수 있잖아요‘ 문학과 지성사는 엄죄자들 시집도 

내주고 그에 대해 대용도 느었으연서 집지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일Of먹는 거야? 

하는 생각 당연일 것 같아요. 그 부문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진앵은했는데요. 

밀을드러지 못한 지점들이 있어요‘ 록잡안 문제지믿, 이런 생각01 들었어요. 

잡지틀 만든다는 것은무엇인가. 21영과 내용의 혁신은 나를했는데 외부의 

비극적인 사건과 연루된 것이죠 그리고 잡지를먼집동인 7명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소설기에게는 소설을, 시인에게는시틀, 직가에게 작픔을 정틱하는데 

그룬들과 잡지를 힘께 안든다는 게 무엇인7f, 저의가 혁신호를 발긴언 이후에 

했던고민과질문이었죠 

김신식 성공담만전달하는것이중은걸까오히려지금저럼 잊과그늘을 

동시에 밀을드러는 게 좋겠다 싱습니다‘ 문담 내 성폭력 사태와 문획과지성사, 

r문획과사회」 입징표명 요구를 둘러씬 두딜간은예상하지 못했던 에너지 소비를 

엮었어요. 저흐|는 잡지를 만드는 사림들로서 다음 호, 또 다음 호를 안들려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어디에 쓸지 염두에 두고 일 년간 일정을 웠는데 예싱지 못한 

시•H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두에 둔다’는 표연을 중아하는데요. 저| 

나를대로는 셰심하게 쉴았다고 생각했는데 잡지틀 만들고 그런 일들을 적으연서 

좀 더 예민해져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금정연 디자인을 비롯 우여곡절의 과정을 종합해보연요‘ 저회가 혁신호틀 

민들연서 목표로도 두었지만문학의 신비화, 즉문획이 7f진 아우et(Aura)틀 

해제하는 작업이 아닐까 싱어요 그것은 연재 진행 중이고요. 개인적으로 그형게 

생각합니다. 

간딘하게 얘기하연 과거 70년대 작가는 지식인이었어요.군부독재에 

저형적인 지식인이죠‘ 사회에서 소외받은 계증의 목소리틀 대신해서 낼 수 있는 

사회적인 지식인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작가에게 그런 의미가 부여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또 다른 즉연에서 예술가. 이를테면 시인에 대해 낭만적인 양상이 

있죠 시인은 슐 먹고개지링해도 ‘Of, 역시 시인이네. 저러니까시를쓰지.’ 식의 

닝인화가동용되는 예술가ef는 환싱. 저띄는 이 두 가지 모두틀 해제하고 싶어요 

왜냐하연 그런 것에서 어떤 폭력이 발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우et틀 믿드는 

배정에는 당연히 연실적인 권역 관계가 있고요‘ 그것이 안들어내는폭력이 

있어요. 

죠|근 신회회는 스타작가죠 연예인저럼 말이죠연예인보연 너무 

중고 인사랴도 하고 싶은 것저럼요. 90년대부터 스타작가를 만드는 문예지의 

안 정힐01 있었어요. r문액동네J로 대표되죠. 직가특집과 작가사진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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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고 직가Oii 대해 에세이를 써주고요 작가가 신작을 내연 그의 직가른을 

써줘서 스타작가로 띄우는 거죠. 우리는 스타작가틀 여전히 보고 있죠 그런 것이 

문학인가?문학이란 무엇인가? 저음의 문제로 돋아갔을 때 그것도 문획이죠 저는 

문학이러몹니다. 하지안 전부는 아니죠‘ 

반대로 내가 어떤 소외받은 계층의 목소리틀 기록한 직픔을 읽는다고 

내가 중은 사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윤리적인 작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명른계가 인들어낸~ 하나의 

싱픔이에요. 작은목소리에 귀 기율어야 하고 그것이 문학의 온명이다, 그렇지 

않은 문액은 윤리적이지 않고 소설적이지도 않다는 식으로요 저는이것이 문학이 

아니리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문획이지민그것안이 문액은아니란 

거죠 그 외에도 많은문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확확, 신비확틀 해져|연다는 것은 

어떤 문액이 죄고인 것저럼, 그러고그 문액을 쏟 작가에게 카리스마나 아우리가 

있다는듯이 믿드는 시스템을 룬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저희 r문학과사효h 

혁신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김신식 저는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연 씨가 

책이나 집지 같은 여러 지연을 통해 늘 문획을 다르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문학의 신확회와신비화를해제힌다는 즉연에서 저도 정연 씨 생각에 공갑합니다. 

정연 씨는 문획을 비징하게 보는 사람을 열로안 중아하더랴고요‘ 

공갑합니다. 문획을 신비확하연서 자신의 로망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비장하게 

보는 시람이 아직 많습니다 콕 그형게 비장힘, 절실힘, 증실성안이 문액을 

을바르게 보는 걸까요.그것을 깨뜨리고 싶습니다.그런 비장한 사람이 강미톨고 

온확하게 문혁의 록음을 전파하는 건 문액의 접근성을 높이기보다‘내가지키는 

문학 건들지 밀란 밀01야’ 식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닐까요 

고인과모색 

금정연 밀씀을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잡지가 나름대로 혁신을 

힌다고문액의 신비효|어| 반대한다는 기지틀 내걸고 있는데요. 이 킬로 가연서 

나이를 먹으연 저희도 우리 생각이 초|고리고밀알 닐이 오겠죠. 그형지 않으연 

중겠지만요. 저의가 또 직연하고 있는 새로운 딘계가 있어요‘ 1년 동안혁신호 

4권. 그렁게 1년의 사이클을 돌았고 곧 다섯 번째 호가 나오려는 지금 재있게도 

익간 매너리즘에 삐진 것 같습니다. 사회가원닉 얼리서 그속도에 익숙해졌나 

싱고요‘ 1년 동안혁신호틀 질 만들었고 노역했다는 지명 ;에서 동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연서 저음 했던 고민으로 돋아가 다시 생각하게 펀 지점이 있었습니다. 

잉에서 제가 명른 무용설을 주장혔잖아요? 명른이 유효하지 않은 시대다. 그게 

맞아요‘하지만 이 잡지는 기능을 가진 집지고 저음에는 없애려고혔지만 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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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업으로 일정한 기능을 남컸어요. 그 기능의 제도 측에 깅이 연루되어있다고 

생각해요. 

신인상 공모틀 통해 비명가, 명른가를 매년 홉습니다. 을해는 못 

훨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시림들에게 리뷰, 명른, 해설 지연을 인 준다연 이건 

자기기믿이고 자가당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그렇다연 매년 배줄되는 

수많은 등암자에게 어떻게 지연을 마련해중 것인가. 이것은 이 시스템에 연루된 

우리의 고민일 것이리고 생각하고요. 저회는 새로운 형식의 명른이나해설을 

민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형잖아요. 새롭다는 말은 엉지만 무영이 

새로운지는 모르죠 직접 봐도 힐 롤러요‘ 조금 지나연 알죠 2t연 우리가 새로운 

형식의 명른과 해설을 어떻게 져|시일 것인가. 우리가 명른가에게 지연을 준다연 

그에게 어떤 글쓰기를제안힐 것인가. 이것이 잡지틀 만드는 저회가 맞이흰 

고민인것같습니다‘ 

김신식 일효밭 하나 밀음드리연 저의가 조빈에 리뮤랴는 욕지틀 없얼까 

아니연 다른 형태로부얻시일까고인이 않았다고 했잖아요. 잉금 정연 씨가 

밀했던 지점과 맞당아 있는 건데요.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장작과, 흑은 다른과틀 

통해서리도 작픔에 대연 비명을 해보고 싶다는 영은세대가 있을 건데요‘ 그들을 

무조건 외연알 수 없지 않을까고민었습니다. 그래서 을해 여름호에 리뷰코너를 

신설했어요. 암 중은 집안 부각하는 리뷰는 쓰지 말 것 같은 규칙을 걸고요 

그래서 ‘흑연액연’이et는 코너가 그 예입니다. 

금정연 저의가혁신을 위해 일종의 타엽과 상호이해의 걸과로온권과 

r하이픈j이εi는 두 권의 잭을 냈죠. 그걸 일 년 동안 내니까 저희도 엄에 부져요. 

이것이 닫슨한 부록이 아닌 온전한 책이랴서 달마다 집지를 안드는 것과 노동의 

깅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I도 다소 지져가고 있고 언제까지 이형게 

에너지를쏟아서 알 수 있나의문이 즐기도 업니다‘ 

아끼도 밀씀드렀지안 사회는 너무 일리 바뀌고문학은 지금문화의 

중심에서 빗겨나가 있습니다‘ 독자는예전믿큼의 애정과관심을 주지 않지믿, 

문획은 굉장히 발달린예슬잉식이죠 연재 다앙한 작가가 있습니다‘ 새로운 작가도 

계속 L띨 것이고요. 그런 상콩에서 언제까지 동시대 독자와 소동맡수 있을자 

시대의 주류인 독자와 멀어질 때 우리 눈을 어떻게 유지맡 것인가.그들에게 얽밀 

수 있는 잡지는 또어떻게 안들 것인7t.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김신식 사실 노동과 생계으| 차원에서 떤집위원의 전통적 궤적과 먹고산다는 

문제는 서로 동영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문예지 먼집위원을 힌다는 것은 

거열게 말하자연 교수의 삶이 보징펀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인정되어 형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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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않아도 돼요.재정적 지원이 동반된다는 의미인데요. 정연 ill나 저는 그 

헤적에 없는 프리랜서예요. 저희 들이 발탁됐을 때 기존 틀로 보시는 룬들은 이제 

너희 먹고사는거 걱정 없겠다고 했어요 조|송스러운밀슴이지안 늘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힐니다.(웃음) 

금정연 신식 씨가힐 얘기해주셨는데 저도공김하는 바입니다‘ 넓게 보자연 

해마다 그런 동계가 나오잖아요. 문회예술인들의 연 소득이 얼마인가.소설가 

얼Df, 시인 얼마, 화가 얼마,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거기 초|하위 군에 속하는 

직업이 문인들이에요. 그중에서도 하위권은 시인이고요‘ 왜냐하연 소설은 

스타작가도 있으니까 명군이 을a낼 수있어요 그런 부문에 대해서 저억가 

보장알 수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저희도 알아야하죠 

김신식 준비한것 중삐뜨린 것이있는데요. 잡지틀만드는시림간관계성의 

즉연에서 저의는 기픽을 중심으로 하는면접위원이자 펀집동인이지믿 떤집 

실무를 담당하는 면집자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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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고져야 맡줄만문화인데요. 여전히 떤집자를 하대하는 노동문화가 

앵배합니다.특히 문학떤집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문액잡지. 소설집, 

시집 등종류가 다른잭들을 동시에 떠안고 낼 수엮에 없는, 하중이 심흰 

노동구조틀 강당하고있죠‘ r문획과사회J틀 믿들 때 이중적인 업무분담과 관련해 

떤집자의 지우|보장에 대한 부분도 고민맡 일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미한 

줄말이긴 하지믿r문획과사회j는 소위 그림자노동을 하시는 룬들을 전연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잡지틀 만든 사림들의 이름을 만형에 전부 표기했습니다. 

역신호부터는 그런 고민과 모색도해온 것 같아요 

금정연 이 얘기틀들으니까 생각나는데요 원래 t문획과사회j에서 직픔을 수록알 

때등담 순서로 배얼혔어요. 오래전에 등담하신 문의 작픔을 가징 앞쪽에, 죠|근 

등딘한 문의 직픔을 뒤쪽에 수록했3ε 저흐|는 그게 왜 그래야 하나 싱었죠‘ 그래서 

잡지틀 먼집하는 사람으로서 그때그때 흐를에 맞게 배치틀 하고자 했어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직음마다 감각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괜히 물밀요한오해를 

살수 있고요‘ 어떤 문이 등딘 순서가 제일 먼저인데 앤 뒤에 실었다고 하연 우리는 

중은 의도에서 했지만 그 문은 ‘내 작픔이 영로인 거냐?’ 이형게 반응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중립적인 잉멸을 잦아보자해서 가나다순으로 싣기로 했어요f장작과 

비명」도 그렁게 하고요. r문액과사회J는 혁신호부터 그형게 바꿨고요. 그런데 

두 번 정도 그형게 혔을 때, 가나다순으로 따지연 가징 뒤쪽에 직픔이 실려야 하는 

원로께서 왜 나틀 마지막 메이지에 넣느냐는 g으|를 하셨어요 문제는 그 양의가 

저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떤집 실무틀 하시는 먼집자에게 들어가요‘ 

그룬이 결정한 것도아닌데 압력이 들어읍니다‘ 그문은 연실적으로 위계질서상 

크게 반벅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죄송하다고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싱식이 

있는 사람이랴연 그닝 섭섭하다고 연 다음 끊는 게 정상인데요 계속 .그게 

아니지.’ 하연서 십 룬 넘게 일장연설을 허|요. 그래서 등단순서로 직픔을 수록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보수적이고우슴지만 그형게 하자고 다시 바웠어요. 펀집자가 

그런 일을 엮을 밀요는 었으니까요. 

문획의 틸신비회와 굳이 연관지어 생각해보자연, 나이 드신 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여전히 흩릉흰 선생님이거든요. 과거에 흩릉한 직픔을 었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개념이에요‘ 문학의 자율성이란 개념을 가져온다고 

해도 문액작픔이 우|대연 거지,그걸 올 사람이 위대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룬들은 

선생님이 될 이유가 없고요. 문액을 계욕쓰는동안에만 작가리고 흰다연 과거에 

그랬지 지금까지 우|대연 것도 아니고요‘ 예술가 흑은 지식인에 어띤 아우랴와 

카리스마틀 부여하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생긴 부직용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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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식 같은 생각에서 정연 ill의 말을 번역해보연 우리가 살아알수록 어떤 

사람의 g년과한때린 게 직시구나 느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문획핀은여전히 

용년과 연때에 젖어있음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아까 정연 씨가 누자 말했던 

문학의 틸신비화가 많이 이루어 졌으연 해요. 사실 저의 두려울이기도 한터| 

정연 씨가 넌지시 위트 있게 말했지만, 저희도 또 모르죠. 이런 잡지틀 믿들어서 

뿌듯었는데 20년 후 이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저희틀 욕맡 수도 있죠.(웃음) 

금정연 20년를후에 후배들을 앞에 앙혀놓고 우리가 g년어| f문학과사효|ι 

r하이픈J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담한건지, 선배들과 얼마나 씨웠는지 

말하는데 그 진구들이 모른다고 말하연 짐 슬프겠죠. 오늘 저흐|가 준비한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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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추억 사회예 대용하는 

예슐의지기조직찍 

신연진 

자기조직화랴는 용어는 사회액이나 

앵정획에서 자주 월용되어, 예슐인들에게 

특히나모호흰담어지만생각보다가끼이 

일어나는 연상이기도 하다 멀리는 

대안공간들이 있었고 가끼이어|는문확 

사회적 기업, 굿-즈 등과 같은예슐음 

핀매월동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흰 예술인 노조가 

실엄되고 있다. 또한 예슬인의 표언의 

기효|, 예술계로의 진줄, 동료의 승인과 

무위의 공동제 등으로 대연되는 신생공간의 

휘지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전도하는 

개념이다. 예술에서는어떤 휠동들이 

자기조직화로 간주되어 왔는지 쉴펴보고, 

자기조직화의 사회획적 의미 및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져|의 조건과 비교하여 오늘닐 

예슐인에게 자기조직화가 의미하는 바틀 

을어내보고자한다‘ 

Sel←。rganizati。n。fArtasa

resp。nse t。 the Ne。liberal s。cie”
Shin Hyeon-jin 

The term self-。rganizati。n is 。ften 
used in s。ci。|。gy 。r in public 

administrati。n, and is a paπicularly 

vague w。rd f。r artists, but it is a 

phen。men。n that happens to us 
m。re cl。s허y than we think. There 

are a lternative spaces far away, 
and attempts are being made t。

sell artw。rks such as cultural s。cial

enterprises and s。。ds, and artist 

lab。r uni。nsw here the boundaiy 
between artists and lab。r is n。t

clear are being experimented 

w ith‘ The c。ncept 。fa new space 
represented 야 artists’ 。PP。rtunities
f。rexpressi。n, advancement int•。

the 히ts, the approval 。f their peers, 
and idle c。mmunities is a conc야ot 

that evangelizes the s。cial status 
。f artists. In arιwe ,。。kat w hat 

activ ities have been regarded as self
。,-ganizing, and what t。day’s artists 

mean 야 self-。,-ganizati。n c。mpared

t。 the s。ci。|。gical meaning 。f self-

。,-ganizati。n and the c。nditi。ns 。f
the subject in the neoliber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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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organization of Art as a response 
to the N eoliberal Society 

신현진 

신연진 안녕하셰요‘ 저는 신연진입니다‘ 저는 주로 미술계에서 경엄을 생았고 제 

관심사는예슐보다 사회억입니다. 져|목을 보연 아시겠지만 다른 강연에 비해 미획 

부문이적습니다. 

오늘 저는예울, 대안공E뻐| 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10년 

전에 대안공간 얘기를 왜 많이 했어요. 오늘은 더 나아가 대인공간과 밀접한 

‘자기조직화’를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기조직화의 엄위,OllAI , 연대 사회에 

미치는 영양을 힘께 얘기하고요 자기조직화의 주제는 누구이며 자신은 

자기조직화틀 원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그럼 자기조직확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조직회의정의 

흑시 자기조직효밭 들어보았거나 아는 룬 계신가요? 아직까진 없으신 

듯흰데 ‘자기조직화’et는 말에서 무슨 이미지가 느여지시나요? 정답이 었으니 

떤하게밀을해주세요‘ 

짐여자1 기계적인 이미지가 떠을타요. 

신연진 그형군요. 기계적인 이미지.또 있으신가요? 

짐여자2회사에서 직원들이 지|계적으로 일하는 이미지가 생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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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진 회사Oii서 어떤 업무틀체계적으로 저리하는 이미지가 자기조직확와 

힐 어올린다고 말읍하셨죠. 그게 예술과 무슨 싱관인지 아리송하니, 여|술의 

자기조직화 사려|틀 살펴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 

대인긍간은미@잉. 

”킹이이닌 •13"1. 

g져이을악링은 

비g킥쩍이@앙삭을 
지g히던미국어셔 

시작엉이@딩에의 

형식이다 

대인공간의 팍산과 소|되 

대안공간@개념은 미국에서 저음 시작되었습니다‘ 6。년대 밀, 70년대 

조추상미술이 대세였고 다른 장르는 인기가 덜혔을 때, 작가들이 직업실 

구석에 다른 장르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안공간은 이 형태에서 

줄발했습니다. 

대안공간은 미술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다시간이 지나며 사그러졌어요 

그러다 80년대 말, 영국에 더|미인 허스트(Damien Hirst)0’ 같은 연대 

@ 미슐가들이 얻동하는 νBa(Y。ung British Aπis ts삐’가 생겁니다‘ 

g국g 미@끼i응.대 9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 신세대 대인공간이 생기고 
이@"l 악등’으ii. I!리g 
정도g다양tt~I@쩍 한국에도나타납니다. 
시도g히고잉디 딩시 미슐 각른을 다룬 ‘월간 미술〉, ‘미슐셰겨|, 같은 월간지에서는문링의 

절반 이상을 대인공간에 알애혔어요‘ 대안공간은 미술계에서 90년대 • ’y。ung B•msh 말부터 10년 가까이 주목알 만큼 의미가 컸습니다. 미슐계 푼아니러 

대인공간을 안든 사람들도 자신의 공간을 대안공간이리고 물렀어요‘ 

그 중에서도 ‘스튼앤원터(St•。ne & Water)’는 .우리 공간은 보증과 

대리공간을 지양연다.”고 했습니다. 

a~;sts’의 를잉얻료 

1980넌대믿이. 

나타난영국의용은 

이@기틀을지징하는 

용어이다 
저는 ‘크리틱-킬(Critic-ahOOI리는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싱어요 

0 
www.cn‘’·허。'8 

흥태립씨가주도하는 월 전문비명잡지로 기존 미술계 윌간지와 다르게 

비핀적인 비핑을 실었~ 대부룬 30대 남짓연 젊은 밀진이시고요. 다른 

룬들은주로 예술비명을 쓰시는데 흥태림씨는 사회를 고발하는 글을 많이 써요 

미술계 내부의 작쥐구조, 져|도의 힐못된 점, 계약직 고용이나 직가들에게 룰힐러한 

자본구조등 고발적 내용에 대해 다틀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연서 대안공간의 흰경이 바뀌어요.저12의 

IMF 시대이기도 했고, 대인공간이 보여준 실전이 맨하다며 유행이 사그랴져요‘ 

문예진흥기금이 사랴지진 않았지만 유명했던 ‘브레인팩토리(Brain Fact。「y)’나 
‘엄지스메이스(Ssamzie Space)’, ‘룰(P。。I)’ 등에 지급하던 지원금이 반 가까이 

줄었어요 샘지는 거의 안 들어을 정도였어요 안 그래도 하힐곡션을 그러던 

대안공ζIOI 문을 닫고, 대안공간의 이를으로 활동해도이득이 없는시기가왔죠 

2014년 즈음 염은세대들이 ‘신생공간’을 열어요. 대인공간과는 성g이 

조금 딜러요‘ 대안공간저럼 이념공동제가 아니랴. 지금은 메인스트럼에 합류하기 

어려우니 그전까지 서로 의지하연서 같이 살아보자는 딘지|예요 미슐계의 

메인스트럼에서는 각른이나 유앵 때문에 도태되는 작가가 많아요. 픽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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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이 공ζ써|서 서로 직픔을 구매하는 예술실전앵동을 하거나, 직업을 룬류하고 

정열하겠다는 휘지로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대인공간으로 부르느냐. 우리는대안공간저럼 미술관으로 

가는 중E빽이 되지 않겠다.’고 주징영니다 미술계 사람들은 공간이 생기는모습을 

보연서 ‘Of, 얘네들은 신생공간이야‘ 대안공건을 계승하나 와.’리고 만딘혔겠죠. 줄 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죄소한의 사회권을 앵사한다는 메시지를제시하니까요. 하지만 

밀을드혔듯 일종의 서브 카터|고리로서 직음들을 룬류하고 정렬하는목적의 공l!OI 

있는가 하연, ‘아니다. 우리는 모었을 훈 특정 이념을 띄지 않겠다‘’는 공간도 있어요. 

자기조직회의시려| 

‘우리가 특정 휠동을 자기조직확로규정힌다연 어떤 성격 때문에, 무엇을 

지|계획해서일까?’εi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저음에 밀씀드혔듯 60년대에는 미술관과화링이 증문하지 않았음에도 

주상미슐믿 다뤄서 예술조직을 달러 져|계화하는 윌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서로 기대기만하겠다, 작동하지 않겠다.’고 얘기업니다‘ 60년대와는 다른 

조직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캔파운데이션(CAN F。undati。n)。’Olet는 사회적 기업을 0 

예로 들어보겠습니다끼업’이니 영리사업으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c~깅 얘 
만들어 네이버, 억산 등에 핀매합니다. 작가틀 고용해 교육하고수익금의 

익70%틀 목적증진금으로씀니다 한 명이랴도 더 많은 직기를 고용하고 $여52015.com 
많은 클래스를 안들죠 덕문에 사회적 기여틀 힌다고 인정맡아 사회적 ’작가를의작업을 

기업으로등록되었습니다. 이 사허|는어떤 즉연에서 자기조직화인지 유용영인잉구죠기 
미g져염으니직g 

생각해 보세요. 안틀어S자는 g상i 

또, 2015년에 ‘굿-즈〔g。。ds)@’et는 아트페어가 있었습니다. 기긍이|의흩어지 
않고생존하는엉을 

룰른 아트페어가 70,80년대에도 있었지만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기겠다는껴지g 

형태였어요.그런데 굿-즈는아트페어가 조직되는 잉상이 다르고숫자도 영었다 

늘었어요. 1。00원찌리 직픔을 핀매하고 심지어 마생상픔을 만매업니다‘ @ 

‘더-스크립πhe-Sera이@’Olet는 아트페어도 독특혜요 the-scrapζ。m
l케이얻은시진작g의 

운영진이 작가의 사진 작픔을A4용지에 인쇄하고, 20。명 정도틀 @튜g고에서자신의 
수용하는공간에서 가구틀 진얼대로 삼아 전시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얘g대호사진을 

‘닝 저 1번 사진이 마음에 들어.’ 하고 김상하며 옵니다.그들은 나가연서 

원하는 만큼 사진을 골랴 카운티에 돈을 지물, 구매힐니다. 어떤 문들은 

이틀 이케아식이리고 g연했어요 

‘나는 무명작가c:f', ‘을el£!드 데이트(Blind Date)’@들도 

아트페어인데 직가의 이름을 없앤 짐이 독특앙니다. 작가틀 몰랴도 

직픔이 미음에 들연 신다는 전져|죠 가격도 10안원에서 20만 원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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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히는g엉g 
.,뭉혀있으며w 

5-6000엉정도g 

기격이|믿”g어얻은 

수익긍을g기 •• 정윈이 
응등히제나눠기g다 

i) 

facebook.o。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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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습니다.메어가 진행되는공간에서 관객은 퍼포먼스를 김삼하거나자,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포스터랴든가 뱃지도 핀매하고요 

@ 다음은 ‘프린트 베이커리(Print Bakery)41J·’리는 곳인데요 삼정동 
www.pnntDal<e<y.o 

- ‘ 국제영러리 옆에 우|지히며 저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직가들은 fl~I틀어겉때!’을셔 

틀고 가는것저엉이@을 너무 가닝허잖아요. 몇 전 명, 몇 안 영이 매년 출업하는데 0.1%만 

엉개에게 g겠다는 소위 들루집 작가가 돼요. 저는‘많은 작가의 작픔이 왜 안 필릴까. 
쩌지g셔l! ~d이|의에 

영업g었다 이유는 다잉하겠지안 강이 씨연 더 필힐끼?’ 하고궁금해 였어요. 보통 

미술작를 가격은 오리지빌리El(。riginality)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영니다‘ 

그런데 프린트베이커리에서는‘하이 윌리티로 프린팅힌다연 사람들이 프린트된 

직픔에서도 오리지일에서 느끼는 김동을 믿을 수 있을까?’랴는 생각을 실엄하고 

있는것같아요. 

이외에도‘두리반’이랴고 흥대 근저의 국숫집도 자기조직확의 사례리고 

생각앙니다. ‘콜트(Cort)’리는 익기 공징도 비슷하고요 미술하고 싱관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힌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n) 또는 외국인 

노동자 이슈들이 발생했습니다. 두리반은 원래 흥대에서 센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쫓격났는데, 예술가들이 모여서 일을 영이니까신문에 계측 기사가 

닝죠 사회공간이 되고예슬기들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일리는역맡, 

예술행동을 한거예요. 결국다행히 다른 곳에서 재자술집을 여셨대요‘ 이제 

자기조직회에 대해 김이 집히시는지 궁금안데, 어떻습니까? 

짐여자3예술가는소;감을 느끼기가 어려우니 지|계적으로 모이나 생각했어요. 

신연진 ‘지|계확’et는 딘어가 가장 적엉해요 왜냐하연 자기조직화가 영어로는 
‘Self-。rganizati。n’랴서 Self를 자기리고 표연하고 ‘。rganizati。n’는 

조직Olet는 뭇으로 번역했을 뿐이거든요. 예술가가 소측감을 체계확인다고 

밀음하셨죠? 무엇에 대흰 소속강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연 중겠어요. 또 

다른룬계신가요? 

짐여자4자기조직회랴는 딘어는스스로 무언가이| 대응하려고 지|계틀 깅준다는 

의미잖아요. 흑 예술인으로 살아가연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대비하는, 작은 노력을 뭇하리랴 생각해요. 이때 문제점은 경제적 문제나 

고독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틀 힘께 해결하는동지를 이룬다연 

그 때 소속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업니다‘ 

여|슐과 경제활동의 관계 

신연진 고맙습니다. 하나인 더 덧률이자연 6。년대에는 자기조직확랴 명명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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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스모를리타니즘(C。sm。p。litanism)’의 

시직 지점이기도 였고요 ‘모더니훨R。dernism)’01랴든가 이데을로기, 이념 등 

공동으로추구하는 개념이 성립 가능한 시절이었어요. 이후로는 예술이 경제적 

이슈와 더 가끼원졌는데 그 포인트틀 힐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술인으로서 

대응하고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거의 다 경져|휠동입니다. 

하지만 잉금 전에도 밀음드혔듯이 그전의 예슐가들은 추상미슐이건 

아니건 전체적으로 ~겁 예술에 떤g된 미술계에 대해서 반대틀 많이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Oii슐 얻동은노동이 아니리고생각하시는 룬 있나요?오, 

노동이리고 다들 생각하시나요? 셰싱이 많01 달러졌군요. 저|가 마지 나이가 많은 

것저럼 밀해서 죄승하긴 한더I, 10년 전 90년대 대안공ζ써|서 일알 때 제 선배나 

동료들은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돈 보고 예술을 었어?”랴는 말을 했죠. 어떤 

룬들은 이 이야기가 좀 웃길 수도 있겠네요 특히 공연 룬O쩌|는인 어율리는밀일 

수도있겠어요. 

짐여자5저의는 그런 얘기틀 한 적이 없어서요 돈을 영려고 하니까. 

신연진 그혈 수있죠. 미술 분야에서 상업성을 다소 터부시었어요. 공연과 음익과 

문획은 이미 ~겁확되었지만 미슐은오리지널리티틀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미술은 헌버스에 그림을 그리니까제작 시간도 킬고재료강도 너무 비겠습니다. 

잭강이 2인 원이고 공연은 2만원에서 20인 원 를 하지만 미술은그 가격대로 

책정하기어려웠어요‘ 

연재 자기조직화의 앙상을 살피연 미술이 경제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터부시한, 금전을 휘하는 미술활동이 나타닙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겁확가과연 해결점인지 고민해 와야 영니다 

옛닐 예슬기들은어떻게 예술의 숭고한 가지를 저버리고 돈에 빌룰느냐 

하지 않을까요?아니연 확링에 힐 보여 직픔을 걸려 하다니 자존심도 없다는 

대화가 오알 수도 있었겠죠. 왜 그형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밀틀을 조금만 바꾸연 

찌|술의 자율성’입니다 그럼 돈을 영려고 하는공연은예울이 아니거Lf, 자온이 

예술으| 자율성을 짐해흰다고생각하시나요? 

짐여자5윌리티 연에서 중아야 한다는 강억관념이 들지믿어지피 내가힐 

구연하고 싶다는 욕망과 같으니까요. 압박을 받아도 자아실연을 하는 

앙엽이랴서 심하거| 부딪지진 않아요. 

신연진 중은 예술과지아실연이 약긴은 증를알 수 있다는 듯이 들리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밀을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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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5공연은 굉대 정신이 있어서 예전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지|획하고 

있었어요. 조|근 ‘Of, 내 생각의 표연도 예술의 한목표인데 계승이나돈을 

버는 것 외에 무영을 알 수 있을까.’가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신연진 다들 예술은 노동이고 미슐이 산업화되어도 괜잖다 생각하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짐여자4‘~겁확되어야 흰다.’는말과 ‘예술은노동이다.’는말은 같지 않다고 외요 

~겁화되어야하지만 예술을 노동이리고 정의하기앤 용어가 적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은 내가 누군가Oii게 고용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형위잖아요 예술을 유료화해야하고보수를 책정해야 

하지안 그 근거로 예솥이 노동이기 때문이리고얘기힌다연 용어사용이 

부적혈안듯해요. 

신연진 예술얻동을 노동으로 간주하고 논의틀 전개하는 것이 룰펀하시다는 

밀음이군요. 미술도 산업확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룬계신가요? 

짐여자4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영배하는데 예솥이리고 

어떻게피해가겠어요. 

신연진 네‘ 노동 문제로 가연 논의가 너무 길어지고 자기조직화와는다른 

즉연이니 여기서 얘기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화가 대셰이고 이미 그쪽으로 가는 

싱황을 질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술의 자융성 연에서 미고용과고용의 노동관계로 

예술을 징으|하는 건 울면하다는 밀을도 융습니다. 

예술가들은 경제와 예술을 결부하는 게 즐겁지 않겠죠 유행과 다르대도 

자기 자신을 g연하고 싱어서 이형게 예술을 해야 하Lf, 아니연 예술 잉g까지 

바꿔야 하나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경제이른과 예술계의 교집립에 혜딩하는 

휠동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을 자기조직화리고 생각하고요‘ 경제와의 결엽이 예술을 

연화알까요? 아니연 개개인이나 몇몇 예술이른이 바뀌는 수준에 그영까요? 

지금까지 예솥과 경져|와의 경계선, 여|술 실전을 얘기었습니다‘ 

자기조직화가 무엇인지 생각01 굳혀질까요? 누군가는 자기조직화가 예술 자져|를 

바꾸지는않고예술계,예슬직가 아니연 예술 이른 정도가 바뀔 뜸이리고 말합니다. 

저는 예술사회액이나 사회획자들이 주장하는 의건에 더 관심이 가지안,연재 

조직확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는 다들 동강하시는 듯영니다. 

짐여자6 예술자져|가~R'I고있다는 건혜의 룬들은어띤 의미에서 바뀐다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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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진 아마 사림마다 예술의 정의가 다틀 텐데요.여|솥을 고용-피고용 관계의 

노동으로 간주하기도 하고요‘ Oii술을 예울시스댐으로 를지 예술계로안를지도 

건혜가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예술 자치|가 연흰다는룬들은‘예술겨|’가 

연흰다는주장입니다‘ 

짐여자6져| 생각에 미슐은 여|전에도붓으로울감을 일했고 지금도 붓으로 

룰감을 영하는 휠동이거든요. 미술의 연화를 바랴보는 시각은 딜랴힐 수 

있겠지만 미술이러 물리는 용어 자져|가 딜러지는지 의문입니다. 

신연진 사회학자 ‘니콜리스 루인(Niklas Luhmann)’으| 주~I 답이 짙 

수 있을 듯해요. 사회획자랴 다른 분야의 액자와 다틀니다만. 그는 예술이린 

예술적인 앙식으로 소통하는 앵우|이고 사회적으로 특징적인 시스템을 지난다고 

주징합니다. 형태는 시대가 연해도 딜러지지 않있다고 밀합니다. 

예술이 연혔다고 알 수 있는가이| 대해 밀음해주셨는데, 저도예술 자체가 

연혔다곤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믿예슐계 내지는 예술을 구성하는 일부요소는 

룬영 바뀌었습니다. 예술명른에 ‘액티비즘어ctivism)’ 요소가 들어가거나 

대안공ζIOI 영리담져|로 연하는 상핑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예술은 경져|와 

가까원지고, 작가들도 딜러지는 것 같습니다. 

여|슐 시스템의 자기조직확 

신연진 예술의 의미는 다소 추상적이지안 92년대 쓰인 니흘러스 루인의 글에 

띠르연 예술은 사회적인 소동 시스템입니다. 가렁 미술은 비주얼 요소로 소동을 

하3ε 룰른 업 시스댐, 종교 시스댐, 경제 시스댐 등 소통하는 시스템은 많겠지만 

개얼적인 예울시스댐도존재흰다는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려|틀 보연 특히 90년대 말에서 2010년끼지의 

신생공ζIOI나 커팅 에지(Cuting Edge) 같은 죄신 예슐 실전은 자기조직확로 

보여요. 이들이 자기조직확한다고 맡수 있는 만큼의 연화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인공간, 신생공간, 웹 비명지나 아트떼어 같은예시는예슐 자져|의 연효}는 

아니잖아요. 이러흰 끼닭에 예술계에서 자기조직화가 일어날 푼 예술 자져|가 

변화하는지는 의구심이 듬니다. 

보통 Self-。rganizati。nOI리고 하연 ‘S허F는 예술가거나 예술에 

E변한 사람이리고 생각하는데, ‘알랭 바디우(Alain Badi。u)’나 니콜리스 루만은 

Self로예슐기틀 징하지 않Of요‘ 이 점이 예술계의 주장과 다르죠 미술계 안에서 

자기조직화틀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상은 형상 예술인이지만 바디우나 니콜리스 

루안은 딜러서 살며를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끼 구체적으로 말음을 못드었는데 예술을 노동이리고 욕울러야 

228 신지.추의 시회에 대응혀는 이을의 지기죠직S 



하는가 하는 논의가 나왔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술에 고용-피고용의 

노동Olet는 의미틀 포힘하여 얘기하고 싱어요‘ 그럼 예솥으| 자율성이 무너졌으니 

예술의 의미도 연하지 않았느냐 반악하실 수도 있지믿요 저는 고용되거나 

티켓만매틀 하연서도 자기표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외| 정동 미술 

이른가들은 예술은 돈에 구애암지 않고 자율성이 있어야한다고주장알까요? 

미카소도 자신의 작픔을 밀았고 미형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지 모두 그들의 

직픔을 핀매했는데 왜 우리는 미술이 돈과 멀다 생각알까요? 전통적인 미획, 미술 

이른을 하는 문들이 왜 자율성을 이야기일까요? 저는그 주펀 이유로 자기표연을 

들고싱어요‘ 

일딘 지금까지의 사려|에서 예술계의 미술이른, 예술작픔의 형식, 

예술기관의 형식이 변하는 자기조직확가 발견됐죠 룰른 자기조직확로 

정의한다연요. 이 때 정의하는 사림01 누구냐 질문해룰수도 있겠습니다‘ 또 

예술계 푼 아니러 예술 휠동을 하는 시람들도 연찍하고 경제와 좀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연화하는현대예술가들 

입아트 예술가인 ‘무ef't미 다카시(Murakami τakashi)’틀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컴퓨터 그래픽 같은그립이어서 밍아트랴고 얘기었지믿, 

고흐나 미힐린첼로의 붓질에서 느껴지는 전재의 터지와는 조금 다른 예술이 

룬영 존재하죠 그런 스타일의 예술가입니다. 또 중국 사람인 ‘아이 헤이웨이(Ai 

Weiwe0'2f 한국으| 초|정화’ 씨틀 보겠습니다. 다들 유명하시죠‘ 

셰 룬 모두 9。년대 말부터 세계적으로 명성을 닐리기 시작합니다. 

이문들에게 공동적인 성공 요인이 있어요.우선 자신의 스튜디오를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ef't미 다카시는 96년도 즈음 ‘Hiropon Fact。,y’et는 

유명한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2006년 Hir。pen Fact。,Y 는 ‘ Kai KiKi’ 로 

바뀌었습니다‘ 조|정확 선생님께는 ?|슴 시각 개발연구소'7f, 이이 웨이헤이에게는 

특경의 을립픽 스타디율을 디자인하며 유명해진 ‘메이크 스튜디오(Fake 

Stu di。)’가 있죠 
제가 2002년 뉴욕 영러리에서 일일 때 Hi,。p。n Factαy리는 

져|목의 이메일을 매주 맡있습니다 직가들이 매주 자신을 프로모션하는 이에일을 

보내는모습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작가가 무ef't미 다카시였고 이후 일본에서 

성공였죠 이제 Kai‘<ai KiKi는 사원이 10。명에 가낌고, 뉴욕과 일온 지사가 서로 

인터넷으로 컨퍼런스콜을 하는 앵정 시스댐까지 갖었다앙니다. 

OfOI 웨이헤이는 테이트 모던(Tate H。dern M useum)이|서 개인전을 

여셨어요“해바리기 씨〉리는 전시를 하는데 15튼의 셰러믹을 틀에 부어서 그럼을 

그러는 직업이었어요. 세러믹들이 해바리기씨저럼 보이는 작픔을 테이트 모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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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흩(Turbine Hall)’어| 전시했죠 아이 웨이헤이는 작픔을 제직하느리 2년간 

16。0명을 고용했고요 셰러믹을 1。억 개 만들었다합니다. 

죠|정화 선생님은 가슴시각 개발소로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영화의 예술감독을 밑거나, 특열한 가구틀주문해서 전시하셨어요 셰 작가는 

직픔을 대량생산하고기존 경제시스템을 횡용해서 작픔을 배포하는 기업가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은 과연 자기조직화의 사려|일까요? 

게다가 우리나eto11도 자신을 노동자로 정의하연서 노동자 파업에 

가담하는노조가두곳 생컸습니다‘ 하나는 201 2년에 생긴, 내가 예술가리고 

생각하연 누구나 예술가가 힐 수있다는 휘지로 만들어진 노조고요. 하나는 몇 달 

전 ‘죠|두수’랴는 작가문께서 새톨게 시도흰 곳입니다. 20。개의 효띔이|서 15영을 

들루집 직가로 키원내겠지만그 외 몇 전 명은 어찌일 것인가. 그들을 위해 노조틀 

형성해야한다고 아트 떼어틀 여셨어요‘ 를른 진정한 자아표연이나 예술의 진보를 

돔는다고 팍산하긴 이릅니다 그래도분명 예슐가의 의미가 바꾸|기 시작었습니다. 

예술의인주화 

그런데 자기조직확틀 대안으로부르기엔 부촉하다고 생각합니다.예술계 

인에서의 연화로 그쳤잖아요‘ 대안공간, 신생공간이나 무ef't미 다카시. 죄정화 

선생님 등은 룬명 이색적이지만 예술에서 탈피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신생공간은 

메인스트립으로 가기 전의 공간이et는 사림들도 있고요. 

이렇게 재조직되는 앙상의 기반이 무엇이냐연 ‘민주화’예요 노동자 

계급, 중신흥 계급에 구매역이 생기연서 민주화가가능해졌죠‘ 지금 소설이 흰 

권딩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인데, 이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왜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공연은 2만 원을 넘어서는소비가가능해졌고요 대량생산이et는 

잉식이 소비를뒷알짐허|주기도 하고.울른60년대에 몇 억마리 직업을 살 수 있는 

사림과 지금 몇 십 억찌리 작픔의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비슷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저엄한 직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었어요. 더줄어 예술가들이 직접 

‘들리인드 데이트’니. ‘더 스크럽’이니, ‘나는 무명작가다’εi는 이트메어틀 민들며 

관객에 관심을 두기 시작안 이유는 뭘까요. 

‘링시에르(」acques Ranciere)’는 예술은 변화하려고 하고 

자기조직화하려 한다고 했어요.그는모더니즘의 미액이 했던 정지가 

힐못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리스시대에는 직픔을 믿드는 기솥을 

‘포이에시스@。isesis)’리고 일컬고 직픔에 녹아든 감정, 김성을 

‘OfOI스테시스(aisthesis)’리고 물렀습니다‘ 아이스테시스와 포이에시스로 

직픔이 인들어진다연 직픔을 명가하는 셰 번째 다리는 관객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알 수 있겠죠 랑시에르는‘왜 미액자들의 김성이 정답이리고 여기느냐 

이제는 노동자 계급도보는눈이 있고핀담알 중 인다.’고 주장해요. 모더니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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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를들기시작였죠 

우리가 여태까지 모더니즘적으로 생각한 예술의 정의도 다시 

자기조직화해야하진 않을까요? 이게 예술인의 정신이러서 링시에르 같은 강역한 

영양력을 지닌 사람이 얘기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가 얘기해서 강성에 대연 

민주주의가 좀 더 퍼졌을 수도 있고요‘ 

자기조직회의 주져| 

자기조직화의 주제는 누구일까요? 모더니즘즉연에서는‘조월성’이리고 

얘기해요‘ 작가들이 연싱 너머의 관념적인, 조윌적인 가지틀 잦아야 연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녕의 블에 목적지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세상은 업, 경저|, 예술, 

종교로구성되고 대인은 계속 변하죠 그형지만 대 구조는 여전하고 하위의 양상이 

연알 뜸이러 주장합니다. 덕문에 이전의 대안과 새로운 대안이 공존흰다고요. 

새톨게 등장한 대안을 자기조직효|랴고 명명알 수 있다고 표연앙니다. 

그런데 루만은모더니즘과 다릅니다‘ 이미 발확펀 내용에서 기능하는 

시스템을 읽어내야 한다고생각잉니다. 세상은 예술, 종교, 업, 경제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미리 정해두지 않겠다는 거죠 잉서 소동안 내용을 

보고 아직 이런 구조가 보일 뿐이리고판담해요. ~t?toll 예술은 이형게 정의해야 

한다든가예술은 경제와 무관하다든가 딘정하지 않아요. 연대적인 사회학자연서 

조기 구조주의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흥미톨게도 루만은 대딩이 돋아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얘기흰후 다읍 내용이 돌아외야만 흰다고요. 인터랙션이 있어야 

소동이리고 여기3ε 소동의 내용안 보겠다고 한 점도특이앙니다. Self-

。rganizati•。n은 루만의 시스댐 이른에서 비롯혔는데, 체계화하고 조직획하는 

일이랴고 설명하죠 그러연서도 누군가가 을바른구조로 직접 조직화하는대신 

소동된 내용으로 시스템을 파악하겠다고주장하죠 이 때 사림끼리 소동하며 

발견되는 내용으로 예술이 연하거나 예술계가 무영인지 결정알 수 있어요.그래서 

밀알 수 있는 사람이연 누구나 g연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소통만 일 수 

있다연 누구나조직효|어| 짐여한다는 부문이 무쩍 풍았슴니다. 

@ 조|근 t스스로 조직하기..;Del는 책이 나왔습니다.여러 사람이 쏟 
g스 어씨. 를외 01를트 
앵링 온도믿리’스스호. 앤슬로지인데요 책에서는 대안은 없고 미래는 자기조직효|리고 주장해요 
조직히기i이디어어스 마지 나를레용이 “이 신으로 가자l 나틀 따르랴I' 하고 말하는 것저렴 
2。16)

., 느껴졌어요. 엘리트 계층이 말했으니끼 이게 율나? 내가 따러야 하나? 

et는 고민을 혔어요‘ 그들의 자기조직확는과연 민주적인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루안의 주장을 다시 논하자연,여|슐 자율성은 자기표연 때문에 

중요앙니다. 자기표연은 많은 사람이 발의허여 다앙하고 쪽냉게 전개돼야 하고요‘ 

한정된다연 핀딘알 기~I조자 적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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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직효밭 맡지 멀지는 사림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연대인의 자기 

인식이 이전과 달랴졌어요“주제란 무영일까?’리는 질문에 다른 답을 내놓기 

시직했다는거예요 

현대적주쩌|상 

‘헤틀드 퍼킨(Herl。Id Per“n)’은 .모더니즘의 시직 이후로는 전문기란 

개셰이기도 하였다. 전문가는모더니즘 사회 채화룬배에 너무 큰영양력을 

발휘해서, 이상적인 시민상으로 간주되었다?리는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리고들으연 왜 기문이 나쁜지 생각해 보죠 

전문가와 이 이미지는모더니즘이 시작안 순간 시작되었다고 해요. 

192。년대 작가인데 진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Ot, 넌 미슬계에서 미솥직가로 

살아남으려연 앙목 좀 입고 다녀et.” 

이 룬은 유명한 ‘조지 앤 킬버트(Gilbert & Geroge)’죠 그는 

조각가들은 이런 외연으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사림과 이런 태도틀 가져야 

힌다는 률을 만들었어요. 대부룬 겸손하고, 조용하고,어띤 일에도 대저일 수 

있어야 하고, 밀쑥하게 입어야한다는 식이었어요 이런 률이 전문가 인식에 

빈영되지않았나싱습니다‘ 

‘마크 제이콤스(Marc 」acobs)’랴는 유명한 디자이너도 어떻게 

옷을 자려 입고 누구와 동업알지, 중은 예시입니다. 작기들이 이형게 전문가로 

긴주되는모습을 자기조직효L 연확로를 수 있고요. 

무리카미 다카시 씨는예술계에서 실아남아 성공하는 밍엄른잭인 

r예술기업른」을 냈습니다‘ 아이 헤이웨이가 깅닝스타일을 노래하며 자신을 

액티비스트로 설정합니다. 죠|정확 선생님도독특한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셨어요. 

산자유주의의사회상 

앞서 얘기흰 룰은 전문가가 깅휘야하는 자세를 넘어 신자유주의 

사회에도 적용딩니다‘ 신자유주의는 명소에 말음을 자주 나누실 텐데요. 누구나 

경제, 자본주의가앙극확한다고 비핀하3ε 그런데 신자유주의 사회와 전문가를 

주구하는 사회 문우|기는 같은 액릭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탈규저|, 

노동유연화틀 를게요‘ 탈규제는 계익직으| 다른 표언이죠 노동 유연찍는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흰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인데, 나쁘냐 풍으냐의 

애매한 지점을 드랴마‘직장의 신’의 미스 김이 힐 다루었어요 

미스 김의 목~I나 싱사가 짐깐 얘기하자고 하니 정심시ζ엠니다만’ 

하는 장연을 보세요. 이 사림01 정밀 자기 주체적으로 자유를 주도혔을까요? ~ 

너무 낄끔한 양복차림은 전문가린 이래야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죠. 

미스 김은 계2/01 끝나연 그믿 아니Lt, 사회문제는 알 바 아니러 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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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사틀 중아하든싫어하든 소통해야 하는데 압 먹을 시간이E뼈 거절하죠 

자신의 김정이나의건으로 정당성을 팍보하지 않고 룰을 중시합니다. ‘직장의 

신에| 등장하는 미스 김이리는주지|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사회의 프로메셔널, 

흑은 이싱적 시민상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ζ%| 이형게 변화하는 

연상을 미옐 푸코(Misch허 Foucault)는 비인격적인 기구가 되어ζH각고 

표연하고 악소연 선생님은관료주의리고 표연힐니다‘ 관료주의는 흘이 삐져나간 

싱항을징하니까요 

푸코의 논리를 진잔히 살며보겠습니다. 전문가저럼 보인다는 건 사실 

연대인이 얼획01 아닌 경제논리를 이데을로기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미스 김의 

업을 중시하는 태도가 앙리적이리고 지죠 이는 결국태도가 율아서가 아닌, 

힐러적이랴서 선택한다고 귀결합니다. 경제논리를 따르는 거죠 푸코는 이렇게 

경제만 생각하는 사람을 ‘호모 이코노미쿠스(H。m。 Ee。n。micus)’리고 

얘기앙니다. 

왜 이 연상을 비만적으로 보|야 맡까요?자유주의의 반른에 가까운데 왜 

굳이 신자유주의틀 비만알까요. 사림이 자기 자신을 경제 논리의 일부로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이나 노고를 효|사et는 구조물이 투자하는 요소로 

긴주해요 인간성이 결여되죠‘ 더 나뜬 점은 합리적인 선택이et는 미영 하에, 

이곳은회사이고 나는 고용자니 무엇이든 대표가결정하게 업니다‘ 울른 자기 

회사인데 뭐가문제인가 싱겠지믿 대표의 자녀가 대틀 잇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연 시간이 지나도 지배계급의 논리는 샤리지지 않고 지배계급이 아닌 사람의 

자기표연은 물가능해집니다. 기존 지배계급의 논리틀 띠르고 빈복하니 발전이나 

변화가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직실한 준엽이 자아실연이나자기표연같은 이성적 소동은 

아닙니다 왜냐연 이성적인 소동은 서로 증룬히 동안다는 전제로 매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랴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미스 김의 주장은 진정연 

자기표연이 아니리고생각해요 자기표연이지만 주관과 김정을 표연하진 

않잖아요‘ 저는 사람은 결국주관적인 자기표연을 원힌다고 보거든요. 

신자유주의 이후 인간의 자기인식, 예술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대인은주져|성을 싱실하고 있고요. 

‘시이’에 얼굉히는 영액자들 

모더니즘에서는주관이 많이 강조됐었죠.연재에는주져|성이 싱실되고 

있다 명해도 풍을 믿큼 변화합니다. 이에는 영획자들이 어느 정도관여하고 

있고요‘획자들이 ‘사이’이| 관심을 보여요‘ 그들은주관은무의식과 그다지 다르지 

않고 울인한 존재랴고 주징영니다‘ 무의식은 설명이 인되지만 무의식 외에는 

설명이 되니. 주관이나무의식은 비슷하지 않냐‘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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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틀 근거로주장을 얼져요. 

프로이트의 생각을 60년대를 언어획으로 줄어내연서, 연대적인 

주제에게는 룰왼전한 요소로 내재한 주관적인 영역이 있다는얘기가 나오|요. 

민약 무의식이 주관을 발연일 수있는 유일한 기효|러연 우리는 다시 주관성으로 

돋아가야하는지, 미스 김저럼 업이나 이성적인 영역에 포커스틀 줄지 증돌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이성도 무의식도아닌 ‘사이’틀 팀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돼요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 얼학자들, 특히 정신분석에서 

줄말한 영액자룬들이 울완전흰 무의식 영역을 곧힐 등써나 공액이εi는 용어로 

표연합니다. 정치 쪽으로는 공백 때문에 업에 빈대되지 않으연서 적용알 수도 

없는, 법을 넘어선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를 ‘호모 사케르(H。m。 

Sacer)’리고 부릅니다‘ 

‘슬러보예 지찍(Slav。j Zize셔’은 헤겔의 이야기도 절대정신으로 가진 

않는다. 정반합도 컬국 반이 나오지 않느냐고 밀히|요. 이전까지 모더니즘은 

목표지점이 있으며 진리틀 잦을 수 있다고 었3ε 하지만 지찍 이후로는 진리를 

잦기는 룰가능하므로 사이를 텀엄맡 수엮어| 었다고 얘기합니다. 랑시에르도“지금 

이러한 싱항이니 사이틀 탑엄해야 하며. 노동자의 계급이 잠여하는잉식이어야 

온전하다.고 주징하죠‘ 하지만 예솥이 어디로 양해야하는지는몹시 모호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결정 룰가능흰 것을 두고 노동자 계급을 포엄안 삼위일체로 

예술인지 아닌지 고인하는 기회틀만들어야한다고 힐니다‘ 직픔이 결정 

물가능성을 띄어야하니 이전엔 예술작픔이 아니러 휘급된 것들도 고민해야하지 

않느냐고덧룰입니다‘ 

바디우의 주장도흥미톨죠 그는 주제가 밀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무언가를 해야한다기보다는 공액을 거른하고공액이 있어서 개인은 

밀연적으로 그림자로나타뇨H각고 힐니다. 개인은 사유를통과해야만 실존의 

의미틀지닌다고요 

바디우의 재미있는 점은 연대적인 주제를 바랴보는 시선이 조금 

다릅니다 게다가모더니즘적인 진리믿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의 이런 ‘공액’이 

정신분석액적으로 랴킹(」acques Lacan)의 영양을 받았다고 대놓고 얘기하죠 

사실 et킹저럼 연대 주제 조건을 상정힌다연 바디우의 생각은 서로 모순되지 않나 

싱습니다 바디우가 모순을 극록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적어도 사유는 머리로 하고이성으로 하잖아요. 주관의 영역과는 다르고 

공댁이 주관에 해당잉니다. 그래서 바디우는 신을러튼주의로 룬류되기도 힐니다. 

모더니흠 관념른과 유룰른을 통합히려는 노력으로도 얽엉니다. 

f미래 예술J이리는잭을 쏟 서연석, 김성희 선생님의 주징도 바디우의 

얘기와 비슷해요. 바디우의 이른을 다루셔서 랴킹을 떠을리게 하죠‘ r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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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J에선 공연은 진리가연존알 수 있는 기회리고 설명합니다. 배우랴는 

주관적인 요소와, 연줄하는 사람들의 이른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 믿나고, 세 

번째로관객이 안나 확인하는 순간진리가 민들어진다고요‘ 전반적으로 리킹의 

관점에서 ‘사이’틀 거른하고 연대적인 주제를인식하는 경힐01 있나와요. 

링시에르도 .모더니즘은 증룬지 않고 미액의 정지가 바뀌어야한다, 

관념른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주et, 관념을 얘기하며 기존의 이른이 

‘사이’et는 개념른으로 바뀐다고 정리했습니다안‘이마누엘 킨트(Immanuel 

Kant)’가 말하는 이융배반일 수도 있고요 형이싱획이 정말로 연실세계, 

연상계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의문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듯영니다‘ 

종쩌|성과 존재른적 전g 

또흰 서동진 선생님은 지금의 경힘을 ‘관녕 세계와 경엄 세계틀 

동합하려는 시도로 보|야하지 않느냐.’고밀을하세요 사이에 얼굉하는 얼획자들은 

이러한 시도를‘존재른적 전환01다/리고도 하는데요. 

주제와 타자가 있을 때 상호작용의 내용을 바리보는인식른적 관점과 

다르게 존재른은 소동의 과정을 주목합니다. 저도 그관점이 율다고 생각하고 

억계에서도 왜 유행해요 그런데 이때 서동진 선생님은동힘을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왜냐연 다들 이래야한다, 저래야 안다 얘기하지믿 이른가로서 

형이상억적인 수우|, 심리의 수우|틀 넘어가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나 연상계에는 

몸이 있죠 저는그중에서도생각하는 바와 간구하는바는 몸으로매개되어왔다는 

부문이 마음에 들었어요 바디우도몸을 거른하는데 주관이리고 얘기알지 

감각이리고 얘기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1저드 슈스터인(Richard Shusterman)’01리는 얼액자가 쏟 r심의 

미억씨let는 책이 있어요 .직픔은 거기에서 어띤 강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픔이 

아니냐‘.는 내용이 보여요 직픔을 김상안다는 즉연에 관심을 두는 건 같은데 

이 사림01 말하는 김흥은얻까요? 서동진 션생님이 밀을하셨듯 읽는 사람의 

몸을 뭇를까요?아니연 그때느꼈던 기문에 조짐을 들까요?근데 저희는예술을 

징작하는 입g뼈|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김성의 표연에도 조짐을 두고 해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조직효}는 예술의 종말 이후, 포효|펀 연재 예슐계의 조건, 흑은 

예술의 사회효|어| 의해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진, 즉, 예술의 존재른적 연획에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돋 종져|성을 성취하려는 노력으로보기도 

하는데, 이 때 자기조직확를 지지하는 예술인은어떤 입장에서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잦아야하는가? 흑은, 의미의 인간이 아닌 주지|(적)이린 어떤 것인가?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잦아가야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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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직화하는 ‘나’의 의미 

결국 연재 상핑에서 우리가 무얼 하고 싶은지 마지믹으로 질문 드리고 

싱습니다‘ 앞에서 주져|가 상실되었다고 밀했는데 주져|가윌끼요? 내가앵리트가 

펀 것저럼 ‘대인은 없Cf, 미래는 자기조직화다.’리고 얘기하연 주체적일까요? 

생각해보시고 원하는 대로 하시연 딩니다. 

신생공간에 관련허여 접언하고 싱은데요. 신생공긴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는 신생공긴과 대안공간 들 다 아니리고밀합니다. 게다가 보동 신생공간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나이 든 사람의 휘힐으로서는 그곳의 직픔이 생경하고 

닐 것저럼 느껴지셨나 몹니다. 그래서 신생공간이 미술계에서 비난을 조금 

믿았어요. 그에 신생공간은 이렇다 일 미액이 없는 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존 미술계에도 미획이 없지 않느냐고반박했어요‘ 기영 랑시에르도 사이틀 

팀험하자고 하는데 그게 뭔지 말 못하지 않느냐고요 

이런 딜레마에서 열획자나 비명가러연 요즘 상팡이 이러이러하다고 

마무리맡수 있겠죠 하지만 징작하는 사람은 주관적일지언정 특정한 션택을 

해야하는 것 갈아요 그러지 않으연 예술이 발전하는 기회조자 생기지 

않거든요. 미혁의 부재가 왜 보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세대가특히 고민해야 

하냐고룰으시연, 신세대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세대틀을 

다 일반회알 수는 없갱죠‘하지만 제가 어떤 룬틀을 만났을 때 미액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얘기 나누연 너무을똘하고 모르는이른이 없어요‘ 

포스트모던이리는 것이 이렇고, 사이는 이런 것이다리고 정리하고 

정의하는 건 영학자와 비명가의 역알이고요 사이틀 팀엄하는 사람, 실전하는 

사람은행동하는 수엮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무언가틀 실전하고 자기의 

주관을 g연하고 몸으로 발언해야해요. 주관을 발연하고 말언했을 때 그나마 

미래의 내 의건이 선택짙지 버힐지 고려의 대상이랴도 되니까요‘ 

‘주디스 버틀러(」udith Butler)’도 비슷안 밀을 했어요 일단 ‘나는 

예술가Ot.’리는 말을 사려|로들어를게요 이문의 주징에 따르연 내가 예술기랴고 

말하는 것은 너무 모더니즘적이에요. 정픽히 그렇게 말하지는않았지만 이런 

액럭이에요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다리고 정의하며 시직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며 몸을 매개로 정치|성과 관련한 요소를 휘사선택해 나간다고요. 추후에 

통합적으로 보연 하나하나 선택해 보여준 모든 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주디스 버틀러가 찌|미니스트, 이른가리고 말했던 그 관념이 먼저 

존재하지 않있다고요. 사람이 지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수햄은 

축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앵동은어떤 시점에서 우리틀 규정하는지,수행성에 대허| 다시 

한번 g기하며 온 강의를마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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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져1까 뜨는시간lltl 

육언.찌티므 

- 장여자들은 연재 가장 표연하고 싱은 

자신의 상태와김징g 용픔하게 

힐의흩니다 

.|에서 판잘한 컬찍률 적어오셰요(안어나 

문장, 간답한 메모도 훌응) 

• 워크용에셔는 잠여자들이 각각 자신의 관힐 

컬확틀 g조하여 • .Ill!!엌 도구-틀 안들고 

인틀 것을 사용혜 룰 예징입니다 

• 훌아히는 앤이나 용이, 도로잉 도구 률을 

가져요셔도중읍니다. 

‘무지개가 뜨는 시간저엉’은 옥인 콜핵티브의 

가장 훌|근 퍼포언스 학업의 부지|이기도 하다 

예흘이 힌실의 문째를 혜결하지는 훗찌찌안 

DI호.죠직펀 일상억 흩새를 만들고보지 

못안 것을 g기시키며 감각을 일깨운다 

무지개블 존재하지인 ti영괴도 같고 

견고하찌 않은 대신 일.보다뎌 실제확 같은 

순간의 공강을 부틀 수도 있다. 과연 .티는 

무지개와 같은 시간을 안들 수 있을끼 

Like the Time when Rainbows Rise 

。kin C어Jective 

· The participants sh。uld take 8 

C8reful l。。kat their current state 。f

mond and feelo앵S‘ 

· Wrote d。wn the resu’tsy,。u 。bserved

f,。mab。ve~。rds, sentences, 

simple n。,tes).

In thew。**。P, each participant 

woll create a "tool 。f expression• 

referring t。 his 。rher own results 。f

。bseovati'。n and use it 
, y。u can bringy。ur favorite pens, 

paper, and drawing tcools. 

‘Loke the time when the rainbow rises’ 
is d、e subtitle 。f the most recent 

perf。rmancew0<k。,f Okin Collective. 

Art d。s n。t so’vethe pr,。blems 。f

reality, but s。metomes it creates a 

break 6。m6、edaily structure 。f life 

ar、d -akens the senses and reminds 

us 。fwhatwe cann。t see, Raonb。WS

exis t, but they are illusooy rather than 

solid, and they may c허| in empathy 

ata more re.εi moment than r~허ity, 

Can we make a tome like a raon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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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가뜨는시간처럼 

Like the Time when Rainbows Rise 
욱인콜렉티브 

이정믿 떠포얻스ef는 것은 무엇일까요? 떠포언스를인들때 어띤 요소틀을 

생각해룰수 있을까요?그러고 작기들은 어떤 식으로퍼포먼스틀 구상해서 

실앵알까요?오늘 저희들의 직업을 여러룬께 소개하연서 떠포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러려고 영니다‘ 그런 후 떠포언스를어떤 식으로 실앵일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틀 나누는시간을 가지연 풍경!어요‘ 

저의가워크융의 제목을 ‘무지개가 뜨는 시간저럼’이리고 정했는데요. 

이 제목은 옥인콜렉티브의 가장 죄근 직업의 부제와 통일힐니다. 일민미슐관에서 

열린 ‘D。 lb이랴는 전시에 조대틀 믿아서 인들었던 떠포언스 직업이었고요‘ 

원래 제목은 ‘지시문 2017>, 영어로‘lnstructi。n 2017,이고, 밀을드린 것저럼 

‘무지개가뜨는 시간저럼’이리는 부제로두 번의 떠포언스를 진행했어요‘ 이 

직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미솥에서의 떠포언스를 얀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여러룬은 

연극과도조금 다르고무용괴도 다른, 어떤 ‘수앵성’을 갖준 작업을 떠을힐 수있을 

거에요. 간딘하게 뒤를 돋아보연 1950년대 후반, 1960년대부터 세계 미술계에서 

퍼포먼스랴고 맡 수있는 직업의 영태가 나타나기 시직었어요. 저음에는 대부문 

예술가들의 신져|틀 이용안 g연이었어요. 그러고그것은 당시의 회효|나 조킥 등 

여타의 미술장르들저럼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그것을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전통적인 앙식이 아니었죠‘연재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연서 예슐가의 

신제 자져|틀 직업의 매제로 삼아 또 다른 만님과 관계를민들어 나가는 

형식을 직가들이 고민하기 시작안 것이죠 예를들어서 조연실주의 직가들의 

실엄이et든지, C따01스트(Dadaist)나 아앙가르드Gl\vant &띠e) 작가들, 

액님준이나 을럭서스(Flux us)으| 얻동에도 굉징히 중요한 영양을 끼쳤어요 

그러연 미술가들은 왜 완성펀 작픔을 보여주는잉식이 아니리 스스로의 

신제틀 매개로 삼아 말하게 되었을까요?딩시의 시대적인 상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생각해요 1자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냉전의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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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연서 이성 중심의 사고에 접자 균열이 생기고 예술가들도 그 연찍에 대한 

고믿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끼지 이성이et는 것은 인간의 가징 빛나는 정신적인 

가지랴고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영인 잠흑연 전쟁과 공포와 폭역의 

시간을 미주하연서 이성에 대한 커다란 의심에 삐지게 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휴머니즘이et는 것이 뭘까? 인간성이et는 게 뭐고, 우리가 

믿어왔던 이성이리는 게 윌까?’ 하는 거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하여 

비이성적인 것들, 비언어적인 소동잉식, 그리고기승전결의 스토리델링이 아닌 

연재의 시간성을 고민하는, 흑은 연재에 집중하는 다양흰시도들이 떠포먼스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여러룬이 접했던 퍼포먼스가 미솥에서 굉장히 굉범위흰 

잉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랴고 생각해요. 

저음에 밀을드렸듯이 예술가가 직접 떠포언스의 떠포머(peκ。rm er)가 

되어 등징하기도 하지안 그역알들도 점점 더 다앙해지고있어요. 하나의 

에이전시저럼 미술작기들이 대리인이 되어서 관객들이 떠포머로 직접 짐여알 

수 있는끌랫폼으로서의 전시장을 안든다든가, 퍼포먼스의 실명을 위해 

스코어(음악의 익보, 무용의 무보저럼 퍼포먼스틀 위한 계픽)틀 민들고퍼포머틀 

고용한 다음 그것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연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낸다든가, 아니연 

저희 퍼포얻스안에서도 저의가 특정한 역알을 하기도 해요. 일종의 도우미나 

지킴이가되거나가이드가 되어 짐여하시는 룬틀을 이E는역알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앙한 떠포먼스의 영태가 있어요. 

오늘 저의가워크융에서 해보려고 하는 횡동은 작픔‘무지개가 뜨는 

시간저럼’과 동일하진 않지만 여러문들의 매니페스토(Manifest•。, 선언)를 

믿들어를까하거든요? 저회의 이야기틀 들으연서 머릿측으로‘윌 혜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셨으연 해요. 형태도, 내용도 다잉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들은 저의가 돋아가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무지개가 뜨는 시간저럼, 

이정민 일딘 옥인콜렉티브가 안든 퍼포먼스중에 가장 죠|근 직업인 

‘지시문2017-무지개가 뜨는 시간저럼〉을 조금 더 구지|적으로 설명헤드링게요 이 

져|목을 들었을 때 우리는흔히 실제로 하늘에 무지개가 떠있는이미지틀 떠을리게 

돼요 저의에게도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무지개’랴는 것은 사실 어떤 조건에 

의한연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태~과 빚이 

있어야 하고, 룰밍율이et는 조건이 있어야하고요.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었을 때 

짐깐 Of를답게 나타났다가 샤리지는 게 ‘무지개’랴는 거죠‘ 

룬영히 존재하지믿 안질 수없고, 있다가 샤리지는 것저럼 미술에서의 

예술작픔에도 다앙한 작가들의 고인이 들어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바랴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퍼포먼스랴는앵위를 만들연서 ‘사람들과어떤 이야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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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싶다.’는예술가 개인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짐시 어떤 징소에서 

아를답게 표연힐 수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록잉적인 김정틀을 일으키는 

그순ζIOI 어머연 여전히 미술이 퍼포먼스틀 통해 관객과 믿나려는 지점일 

거다.’랴는 생각을 했어요. 

과 <V 

‘.지깨기뜨는시긴처엄χ 2。p

그러고 재미있게도 이 ‘D。 lt>OI리는 전시에서는 큐레이터들도 

예술가들과 마진가지로 미슐을 통해 사회와힘께 관계틀 맺으려고 

노력했어요. 그중에서 ‘D。 It>은 1993년도에 흰스 올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brist)et는, 지금도 굉장히 휠말한 얻동을 하고 있는 큐레이터와 
를팅스키(Christian B。ltanskO랴는 작71, 랴비에르(Bertrand Lavier)리는 

프랑스 직가가 모여서 ‘완결펀 미술 작픔을 전시장에서 보여주는잉식 밀고 

어떻게 전시를좀 더 재미있게 민들어룰수 없을까?그러고 이 전시가 정말 

끝나지 않는 연주저럼 계옥 반록해 진앵하연 어일까?어떠한조건을 만났을 때 

이 전시가 변호밭 엮는다연 어떤 연화가 있을 수 있을까?’등의 고민을 혔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 자져|의 구성도 하나의 스코어가되도록 만든 전시였어요. 

1993년부터 시작해 2017년 서울 버전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전시가진앵되었어요. 전시는 직가들이 안들어낸 지짐,즉 스코어리고 맡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연 잠여자들이 그것을 계측 다른잉식으로 수행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들은 다 딜러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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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b 조번에 짐여했던 피에르 우|그(Pierre Huyghe)랴는 프랑스 

직가의 ‘지시문〉이란 작픔이 있어요. 서울의 ‘D。 lb전시는 한국 작가들도 몇몇을 

조대해서 기존 작가의 작픔을 새톨게 재해석해서 만들었으연 중겠다고 제안을 

힌 바 있는데요.옥인 콜렉티브는미에르 우|그으| ‘지시문〉을 재해석하는 직업을 

하기로혔습니다. 지시문을 보연 나의 구체적인 싱황과시나리오를떠을려 룰 

수 있어요. 그린 다음에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연알까?’에 대한스코어틀 

생각알 수 있을 거여|요.또 하나는‘떠포머’인데요. 어명게 보연 이게 떠포언스의 

중심적인 구성요소죠. 그의 지시문에 쓰인 ‘허구적인 요소를 집어넣어랴. 연실성을 

증폭시켜랴.’와 같은 힐목이 관객들에게 일종의 익보가 되는 거에요‘ 

리토르낼르(rit。urnelle)는 후염구 흑은 교힐곡에서의 빈복구를 

뭇하는데요. 반록되연서 연확틀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작픔 자져|가 바로 

이 리토르낼로저럼 계속 연주되는 겁니다. 피에르 위그의 지시문에는 ‘연주되는 

연주곡저럼 전시틀 연주시켜랴.’으| g목이 있었는데요 저의는 ‘미에르 우|그의 

지시문을 2。,17년에 어떤 식으로 해룰 수 있을까?’리고생각혔어요‘ 그러고그 

응답으로α|시문 2。,17-무지개가뜨는시긴저럽을 만들게 펀 것이죠 미에르 

.|그의 지시문에서 저회의 김성을 자극힌 것은‘무지개가 뜨는 시간저럼’이랴는 

구절이었어요. 저의가 어떤 직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언저 리서지를 하거든요 

미에르 위그의 지시문을 보고 그 작업에 대한조사틀 었을 때 재미있었던 점은 

이 작가의 여러 작업에서 동울과 식을등 다른 종의 생명제가 빈번하게 

등장안다는 것이었어요. 거미나원숭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유명한 

직업 중에는 개가 전시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좀하게 

찌여 있는 일상의 시간을 빗격가는 다른 시간성과 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피에르 

위그가 중아한 것 겉아요‘ 그와 E변한 지점에서 저의가또 하나의 응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징히 아름다운 장연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 작업들을 보연서 ‘특정한 

앵동을 하게끔 만든스코어가 동울들이 따리가기에 너무 어염지 않을까?’et는 

생각도드는 거예요‘ 그래서 ‘옥인콜혜티브는 이러한 질문을 어떤 식으로보여줄 

수 있을까?’랴는 고민을 였어요. 피에르 .|그의 직업을 통해서 동을에 대한생각01 

줄발을 했고 그중에서 여기서 한 번를생각해왔으연 좋겠다고 여컸던 것 중에 

가장 죄종적으로 남은 질문이 ‘그형다연 반려et는 게 윌까?’εi는 거에요 울른 

가장 엉게는 반려동률을 생각알 수 있겠죠? 우리가 반려리고 알 때 떠을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를른 인ζ써|게는 배우자리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고, 연인도 

있고, 흑은 그닝 진구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다앙한형태의 반려가 있을 거여|요‘ 

그 외에도 엄게 예싱일 수 있는여러 동물과 식물의 형태가 있어요 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반려틀 어떻게 생각알끼?’리는 질문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연 우리 심과 

밀작된 질문들을 같이 고인해왔으연 중겠다는생각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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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의 퍼포먼스의 구체적인 영태틀 실행하기 위해 젓 번째로 

관객이자 떠포머인 ‘관객-퍼포머’틀 모집했어요. 메이스륙, 트위티 등 SNS를 

통해 ‘옥인콜렉티브가 피에르 우|그의 ‘지시문〉을 잠조해 새로운 퍼포먼스틀 

하려고 영니다. 이 작업에 관객-퍼포머로 잠여하고 싶으신 문들이 있으시연 

신청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문이 같이 고민해야 일 것은 반려의 형태이며 빈드시 

빈려알 수 있는 대상과힘께 전시징에 오셔야 합니다/랴고 알립을 게시했어요. 

그게 옥인콜렉티브가 생각한하나으| ‘상팡’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시징에서 해야 

맡스코어는 사실 그닝 명소저럼 전시를관람하는 거였어요‘ 반려의 대상과힘께 

전시틀 증룬히 관람하는 것이 스코어였죠 그렇게 어엽게 느껴지지 않는 닫슨안 

계획이지믿 옥인콜렉티브 입징에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히연 예상지 

못흰 동울으| 0얘성이 드러나 어띤 문제가 생긴다든까 정말 힐 흔련된 종이리도 

새로운 횡경에 저었을 때 폭역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또 한면으로 저의가 조금 더 비용적으로생각했던 점이 있었어요. 저의 

인에서는 지옥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연장선에서 

‘공공장소에 빈려동물이 진입하기가왜 이형게 힘들까? 정말로 사람들이 이 

모든 상용을 를펀해맡까?’에 대한 답을 핀럼객들과 같이 고민하고 싶었어요. 

유독 한국에서는 공공징소나 대중교통 같은 것도 반려동물과 이용하기 어엽고, 

그런 연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연서 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질문의 여지는 

없을지틀생각했어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틀 잦기 위해서 굉징히 

노력하는데도 물구하고여전히 공적인 영역에서는 권리틀 잦을 수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룬들을 우회적으로 나마 포용알 수 있는 떠포언스가되었으연 중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히나 관객들과의 약욕을 만들어낸 것이 무지개리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옥인콜렉티브가조대한 ‘관객-퍼포머’는 무지개틀 싱징알 

수 있는 것은무엇이든지 E뻐| 그것을 해석해서 작용하고 전시를보러 오는 

퍼포먼스의 죄흥 형식이 결정된 거에요‘ 

결과적으로 명소에는 전시장에서 룰수 없었던 징연들이 잠시 나티나게 

펀 것이죠무지개저엎 어떤 룬은 새 두 마리를키우시는 문이러 새틀 데리고 

오셨고 무지개 의상을 작용을 하셨고요‘ 또 자et틀 데리고 오셨던 문도 있었어요 

디앵히 저회가 우려했던 위엄한 상용은 멀어지지 않아서 정밀 다형이었고요 

그리고 동울들은 사실 사람보다 더 매너가 있는 것 같있어요. 아무 일이 영어지지 

않았고, 굉징히 서로 조심였어요.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잦는 것이 저엌에게 

굉징히 인상적인 경엄이었고, 퍼포머로 잠여하신 문들이 무지개틀 혜석해 오신 

직징의 엄우|도무쩍 넓고 다g쩨서 오히려 저의가 굉징히 많은 지극을 믿은 

직업이었어요 

그러고 퍼포얻스틀 두 번 진앵했는뎌|, 저의가두 번째 하던 닐에 

퍼포먼스의 요소로서 미술관과엽의틀 혜 옥상의 대형 전굉띤이| 5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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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를 상영했어요. 저흐|가 일부러 시긴을 맞준 건 아닌데 우연히 이 날이 대구 

퀴어 퍼레이드 날이어서 죽전의 의미도 가졌으연 중겠다는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옥인클혜티브가 만들었던 ‘지시문 2。,17-무지개가뜨는 

시간저럼〉으| 대략적인 소개입니다. 그런데 옥인콜렉티브가 무용을 전공하거나 

미술에서 떠포언스를 전공해서 이러한 퍼포먼스 작업을 만들어 온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작업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완성펀 형태틀 갖준 것들을 

보여주는 앙식이 적립하지 않다고생각랬어요. 때문에 밀요에 의해 퍼포먼스랴는 

잉식을 선택한 경우가 않았고 그 형태도 다양혔어요. 

‘D。 It>전시는 어떻게 보연 피로도가 굉장히 놓을 수 있어요 실제로 

무언가를 해서 얼어지는 경엄을 토대로 흰 전시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기록들이 

아카이브로 많01 전시되어 있는데요.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200번인가 

실행됐을 거예요.그런데 그런 지시문들이 모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니끼글로인 

보연 굉징히 미로도가 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시를 안들어 

나가는 직가의 입장에서는어떠연 전시에 오는모든관객룬들과 다 소통알 수 

없다고생각을 하고 작업했어요. 어떤 때는 일부러 더 소동의 폭을 즙히기도 

해요 어떤 적은수의 문를하고 힐나적이지안 깅은 믿남을 하는 것도 가지 

있다고생각하거든요. 때로는아주 업게 인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짐여해 난장을 

믿들었으연 중겠다고 만담해서 믿드는 직업들도 있지만, 때로는 1대1로 만들어서 

관객을 연 명펙안 믿은 적도 있어요 그것에는분명한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들이 어엽다고 느끼거나 울진절하다, 흔은 

아직도 연대미술의 어깨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갔다고 힐남척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듣는 정우도있어요‘ 흑은 직가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정우도 있고요. 

‘D。 ,.도 관객에게 열린 전시였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은 관객에게 있어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었을 테고요. 시기적으로옛날에 진앵됐던 것들은그때의 

‘시간자’et는 것도 존재알 거리고생각해요또 유럽에서 무쩍 호응이 중았던 

직업도 연국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저렴 굉징히 다틀 수 있죠 그런 부분도 

김안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욱인아마트 프로젝트〉 

이정민 더 과거로 돋아가서 저회의 다른 직업을 소개혜드릴게요. 더물어 

옥인콜렉티브가왜 퍼포먼스란형식으로 첫 직업을 하게 되었는지도 

밀음드릴게요. 우선 저의가 옥인콜핵티브리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종로구옥인동에 있는 옥인아파트랴는곳에서 저음프로젝트틀 시작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점이 2。09년인데 연재는 옥인아피트가 샤리졌어요 그때 

믿들었던 작업들과 옥인아피트 프로젝트를 잠낀 말음을 드러연 ‘Of,,그래서 이런 

직업을 하는구나.’ 하고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김확용 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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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아피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도시 미화 정쩍 때문에 거주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모두가 이사를 가야했어요 소수의 주민만이 

아파트에 남아 어떻게 해야 알지 앙업을 잦던 상황에서 저의가 옥인아피트에 가게 

펀거죠 

많은 주민들이 세간과 집기류틀 대부룬 남져놓은채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옥인아파트는 텅 빈 셰트장저럼 아주 이싱연 룬위기였어요 김화용 

직기도 같은 싱항에 저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 작기들이 아파트틀 앙문하연서 

옥인아피트 프로젝트가시작탔어요. 김확용 작가님이 그때 얘기틀 짐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화용 아끼 연재에 집중하고 지금이 순ζ써| 멀어힐 수 있는 것들이 

퍼포먼스가 딛 수 있다는 밀음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때안 해도 저의가 

‘팀 작업을 하자.’ 해서 시직흰 건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이 공간에 같이 

모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옥인동에서 즉흥적으로 흑은 급직스럽게 

여러 가지 이벤트와 허|프닝을 영였고요‘ 그 형태가 약간 퍼포먼스 같기도 

하고, 놀이 같기도 하연서 한면으로는 어떤 액션이지믿좀 더 예술적이고 

부드러운액션틀을 많이 휘했었어요.그중에서 재미있었던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힐게요“옥인동의 룰꽃’인데요. 사실 지금이 바캉스 얼이고 혜연에 

가연 를꽃늘01하는 일이 영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저 날도 그냥회의 겸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같이 있던 동료 흰 문이 생일이어서 어떻게 

보연 껄거 지역이고 위엄힐 것 같기도 하고 또으스스하기도 한 옥상에서 

를꽃늘이틀 했어요 옥인동 인g산 중틱에 몇 님지 않은 주민끼리 마지 우리가 

산을 소유한 듯 룰윷놀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사틀 나가야 하는, 아무도없어야 

되는 공간을 누군가 점유하고 물윷놀이를 한다는 액션 자져|가시위 흑은 어떤 

반깅을 표연하는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어떤 웃에서는 파티 같은행위가 또 

어디에서는 위엽이 되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형게 물꽃늘이틀 하고 있는데 핏동에 살고 계셨던 흰 룬이 애인과 힘께 

징문 엮으로 룰꽃놀이틀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록도에 나와서 키스 장연을 연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흐|가 를 수 있다는 컬 너무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룰구하고요. 

마지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느임이 들었어요.그런데 갑Xf71 무징한 군인이 

들이닥쳤어요 정와대의 연락을 받고 5룬 믿에 줄동안 군인들이었는데요 

종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이콧은 물윷놀이를 하연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하고 밀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아직 그곳에 주거를 하고 있던 

상용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룰법인지 일 수없었죠.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죠아무 힘이 없는뒷동 주민은울꽃놀이틀 즐기고 같은 싱항에서 

권력이 있는 존재는우리를 규져|히려 했던 해프닝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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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등을 준비해 어렵게 퍼포먼스틀 하는 게 아니랴 이런 식으로 어띤 

싱황이 개입하고 순긴적으로 영어질 수있는일, 이린 것들도 싱싱해보”|연 풍을 

것같아요. 

이정민 김화용작가가 직업 위주로삐르게 설명을었는데요‘ 저회가익1년 반 

정도 ‘옥인아피트 프로젝트’린 이름으로잉서 소개드린 작은 이벤트에서부터 큰 

전시 형태까지 지욕적으로횡동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40여명 정도 

되는 주믿들이 자신들의 주거 앙g을 결정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위엄에 

노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아시다시피 용산 짐사와 같은 일도 있었고요. 

그런 식의 일들이 또다시 빈목되지 않있으연 중겠다는 바림도 있었어요. 그러고 

미술 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힘든 심의 조건 ;에서 작가들이 연 공ζ써|서 

모였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직업을 해 나킬 수 있을까?’랴는공갑대가 

형성되기도 했어요 ‘옥인아피트 프로젝트’의 과정을 동해서 옥인콜렉티브et는 

이름이 생겼고 저희가지금까지 같이 직업을 하게 펀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사회적 조건에 대한 문제et든지 사회적으로 고인해보tot하는 부문들, 이런 것들이 

옥인콜렉티브의 작업의 중요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작업을 설명했고요. 오늘 

하려는 워크용이랑 가장 비슷한 영태의 작업을 진시우 작가가 설영해주실 거예요. 

‘목인선언문, 

진시우 오늘 설명해 드힐 저의 작업 중마지막 부문이 아닐까 싱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가 여러룬과 힘께 하려는 원크융 흑은 퍼포먼스의 형태틀 가징 힐 

설명알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영니다“옥인선언문 5룬간의 역명,Olet는 

직업인데요. 이 직업은 2。,10년도에 액님준 아트샌티에서 전시가 열리는와중에 

큐레이터로부터 ‘그 전시에 어떻게 개입일 수 있을까?’ 하는제안을 맡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저억가 심을하고 유쾌한 아이디어틀 고민혜 작업을 었거든요. 

져|목에서도 잉게 아실 수있겠지만 말그대로 선언문을 섣고 선언을 하는 

직업입니다. 선언문이리고 하연 굉징히 거대한 정지적인 입장을 드러내거나 

개인보다는 사회 전져|와 국가Oii 관련한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저회가 그딩시에 

생각였던 선언문은 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언문이었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이 휠 수 있을끼?그러고 그러한 선언문이 정지적으로어떤 입장을 휘알 수 

있을까?’et는 고믿 블에 이런 작업을 만들었던 것 겉습니다‘ 이 떠포언스는 대릭 

2시간 정도에 걸져서 진행됐어요 

퍼포먼스의 형태는 크게 원크융과 실제적으로 액션을 휘하는 

두 부룬으로 나늘 수 있어요. 그러고 앞서 말을드었던 원크용은 실행 ""일에 

전시를관람하신 문들과 전시틀 관람하시다가 저흐|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즉석에서 신정을 하셨던 룬들, 그러고 퍼포얻스에 대인공지가 나갔을 때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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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언응X 2。l。

보고 미리 신정을 하셨던 룬들이 다앙하게 섞여서 진형이 됐어요‘ 이 원크융을 

위해서 저회는‘DIV 획성기’리는 도구틀준비틀 했었는데요‘ 이 도구의 재료는 

A3 사이즈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의 앞연에는이전에 저희가진앵했던 
직업들에서 얻은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고, 뒷연에는 옥인콜렉티브 엠버들의 

선언문이 인혜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접선과 질개션을 띠러서 이 종이틀 

접으연 종이로 안든 획성기가되는 것이었죠 옥인 선언문은옥인 아파트에서 

작가들 각각이 느낀 김정, 인용된 시구, 비랩 등등을 힐져서 만든 것으로 전혀 

서로 연관성이 없는글들로구성되어 있었어요‘ 서로 다른 글이 조업되어서 묘한 

긴극이 긴장을 안들어내도록 의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아까말을드린 것저럼 

거장하지 앉아요.누가 보연 ‘이게 무슨 선언문이or.’리고 생각일 정도의 간딘하고 

조금은 시적인, 흑은 사적인 내용의 기억이었고요 잠여자들 역시 저억가 

기록했던 내용과 유사연 내용을 고인해서 그것을 즉흥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워크융이었어요. 그러고 선언문 작성이 끝나연 픽성기의 형태가되도록메이떠틀 

접었어요 이후에 발생하는 퍼포먼스에 직접적으로 사용일 도구틀 제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떠포먼스는 주어진 웰은시간 동안 떡댁하고엄숙흰곳, 시E럽게 

떠들 수없는공간, 어려운 직업들로 채워진 공간 사이틀 우리가 어떻게 흘트려서 

배열을 바물 수 있을까 랴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랬어요 

선언문을 적은 짐여자들은 킥자의 목소리를 냄니다. 확성기틀 들고 

엄숙한 전시장을 누비며 다른 잠여자들과힘께 각자의 선언문을 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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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들이 한 번도해 온적 없는 직접적인 형우|를통해 무언가가해소되는 

순간을 운영히 느꼈을 거리고 생각했어요 당시 잠여자들의 반응을 웠을 때 

굉장히 유쾌하고 신닝던 경엄이었던 것 같고그로 인해서 조용했던 미술관은 

~숨간에 시을벅적해졌어요‘ 오늘 여기 짐석하신 룬들께서 자신안의 션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어떻게 잦아낼 수 있을지 그과정이 궁금밍니다‘ 

이정민 일딘 선언을 힌다연 지금 나Oii계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징 

집중해서 생각하시고‘나는 션언맡 일요없다’도 사실 선언이 딛 수 있어요 어떤 

룬들은언어적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주시연 중겠어요 직업의 

노트를 직성하연서 중요하게 생각일 것은 개념의 지도틀 그려야한다는 점이에요 

저흐|가 같이 인들었으연 중겠는 것은 개개인의 선언이고 ‘내가 이런 내용을 밀알 

때 어띤 률을 쓸 수 있을까?’이| 대해 고민해야지안 영식과 형식이 있는 하나의 

개념지도가 Lf을 수있을 것 같아요 저억는 종이틀도구로 선택했는데 무척 

연약한 률이잖아요 개인의 선언들은어떻게 보연 거리에서 메가폰을 잡고앞장 

서서 외영 때저럼 깅렬한 의지리기 보다는 흔자서 되뇌이거나 내앨는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그렇지만 그 지점이 굉징히 중요하다고 

생각였기에 재료로 선택였거든요‘ ‘다른 재료틀 선택알 수도있지만우리는 

종이를 선택한 것이다.그러고 기성의 팍성기를구입맡수도 있는데 DIV리는 

잉식을 선택하겠다. 왜냐하연 개인의 션언이기도 하연서 슨엉게 힘께 외영 수 

있도록종이 정기 et는 닫슨한 과정만 거지연 바로 실행맡수 있다.’이게 계픽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조금액 어띤 아이디어를구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미술기e_fOI나 큐레이터들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흐|는 ‘이컬 어떻게 표연허10‘ 

하지? 무슨 수를 쏠수 있을까? 왜 그 수틀 쓸까?’리고 양싱 질문하거든요‘ 안약에 

A틀 표연하기 위해서A리는 룰을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싱알 수 있으연 

‘나는 B틀 쓰겠어.’리고 알 수도 있겠죠. 흑은 사람들이 윈가를 선언하기 위해 가징 

많이 선택하는을래카드를쓰는 잉식 등등 기존의 여러 가지를자용알 수 있어요. 

내용과 관련펀 표연 앙엽들에 대해서 좀 더 다~거| 생각해보셨으연 중겠어요‘ 

진시우 직년 연밀부터 을해 5월까지 열었던 춧울시위 연징에 가 보셨을 텐데요 

그때 굉징히 많은 시민들이 굉확문이랴는 장소에 모였지만 그 굉회문에 모여 었던 

많고 많은 시믿들이 어떤 하나의 목소리틀 가졌다고 저는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목소리가연징에 있었다고 생각영니다‘ 벅근혜 전 대통엄은 

하야하et는 문구에서부터 심지어 이런 깃발도있었어요.제가조금 적어왔는데요‘ 

흑시 깃발 중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징수흥덩이 연구회, 전국디바엽효|, 

햄네스티 인터내셔날, 얼룩말 연구회 등등 이런 재미있는 깃발들이 있었어요. 

얼핏 보연 실존하는 것인지 아니연 우스갯소리로 스스로 믿들어낸 것인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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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틀 사인들이요 저는 잦아보지 않아서 이런 닫져|들이 실재하는지 아닌지는 

힐모르겠지만 그계 열로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리고요 왜냐허연 이미 

그룬들이 자신의 소;과 의지틀 깃발형태로 인들어서 굉효}문이랴는 공ζ써| 

나왔을 때 ‘그 시간 자져|가 굉장히 정치적인 목소리이자 발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그 딩시에 많은 국민이 모였던 

그 자리가 ‘국가로부터 잊였던 한 개인이 다시 국가로부터 소중한 대상으로 

인식되킬 희망하는 자리가 아니었나?’랴는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가워크슐에서 히려는 것이 그것과 얼마나 유사하게 

힐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한 사링 한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중요하다는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저 푼안 아니랴 저희 멤버들도 

그형게 생각알 것 겉습니다‘ 

‘으|성어카드섹션, 

이정믿 저의가 구싱한 오늘 워크융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룬들이 자연스럽게 

의건을 주시연 풍을 것 같고요 이번에 소개해드힐 퍼포먼스는 저의가 액형도에서 

진행했던 ‘로드쇼j랴는 프로젝트에 잠여하연서 즉흥적으로 구싱였던 건데요. 

요즘은 큐레이터가 직가들과힘께 어떤 문제적인 장소에 걷이 가는 프로젝트가 

많아요. 문제적인 장소에 작가들이 직접 가서 연재 존재하는 긴장 상태 속에 또 

다른 증위틀 만들어보고 문제틀 비랴보는시각을 다르게 원기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흐|가 의성어가 적힌 담어 카드들을 혈아왔어요. 뀔 일지는 

모른 째로요 저의 멈버들은문자나SNS로 소동을 많이 하거든요. 점점 세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문자를 더 언하게 생각하고요. 일담 중고나륨을 떠나서 

며스트 메시지et는 것이 하나의 언어저럼 작동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감정 

표연들도 알 수 있어서 소동이 부드러워지잖아요.그래서 감정을 담은 하나의 

문자틀 카드로 만들어 몸에 장직하고 액형도의 대지 싱태 속에 개입해 들어갔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액형도는군사지역이러 아주 긴징감이 넘지는 표지와 

경고들이 많아요.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텍스트 카드가 들어가 있을 때 만들수 

있는 또 다른 김정이 있었고요 무쩍 담순연 도구틀 사용였던 작업 증 하나랴서 

가져와 왔어요. 그러고아까진시우 작가가 말했던, 저의가 미술관에서 실앵혔던 

직업의 잉식들이 거리에서 직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알까요? 그래서 

무쩍 재미있었고 유머와연징갑을 느끼기도 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순간인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흐|의 작업으로 소개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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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와 양께 하는 퍼포언스 1 

이정민 지금까지 옥인콜렉티브가 만든 작업 중에서 오늘 여러룬과 엄께 

고민해왔으연 중겠다고 생각연 것틀을 네 개 정도 옵아서 보여드렸어요‘ 잉으로 

저흐|가 진행하고 싱은 것은 이거예요 일딘 여러룬들도 각자 인사를 안 하신 

싱태니까요. 지금 내가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 딘어, 문구, 형용사 등 뭐든 

저흐|가 준비한포스트잇 카드에 써서 잎쪽에 울여주시연 중겠어요‘ 위지도 

자연스럽게 아무 데나 룰이세요. 재료는 저흐|가 많이 준비었는데 포스트잇 외에 

테이프를를어서 종이에 률이셔도 되고크기를 다앙하게 쓰셔도돼요 글씨틀 

적을 때도 종이 한 징에 딘어 카드를만든다고 생각하고쓰셔도 되고종이 여러 

개틀 울여서 쓰셔도돼요.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싱항을 설명 필 

수 있는연상 담어들을 마음껏 써서 울여주셰요. 울이고 난 후에는 각자울여놓은 

카드를바탕으로 자기소개를 진앵하연 어일까요? 

짐여자1 저는 대억교 다니는 이채은이리고 하고요‘ 저|가 쏟 담어는 

‘배고파’입니다‘지금 획교 기숙사에 쉴고있는데 연재를 포힘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압을 안 쟁겨 먹었더니 너무 배가고파서 었습니다‘ 

이정민 다른 잠여자들의 발표틀 들으연서 내가 생각였던 것과 일치하거나 

연상되는부분이 있으연 밀을해주시고 온인의 카드는어디에 줄었는지도 

일려주셰요. 

짐여자2 저는 소소하게 재미있는 문화교육을 하고 있고요.요즘제 고민 증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연 것인데요 누군가를 안나서 힐해주려고 

노력하고 죠|션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셰상은 정말 내 맘 같지 

않구나. 타인은 정말 내 맘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관계틀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내 진심을 말맡수 없는 경우가 

굉징히 많잖아요. 안약 그런 김정을 언어나 텍스트의 형태로 남기연 

효}쉴로 돋Of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왔어요 제 그림을 

보연 아래쪽에 있는 흰 사람이 공중부잉을 하고 있어요. 그영에는 

잉서 말을드린 언어나 텍스트로 님긴 것에 대한 무서몸을 텍스트없이 

표연했고요. 

이정민 만약 그런 감정을 표연한다연 언어적인 것보다는 다른 앙식을 선택하실 

건가요? 

짐여자2 아니요 언어적인 것도증분히 표연맡 수있다고생각해요 

UketheT;mewhen Ra;nbowsRO. 251 



이정민 어띤 게 더 적영하다고 생각하세요? 

짐여자2 져|가원래 미슐을 전공을 했는데 ‘다시 그립을 그려를까?’ 하는 생각을 

었죠예를들연 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틀 싫어하연 그 사람을 

거꾸로 매딜아 놓은 그립을 그러는 거여|요.그래서 아끼 매니메스토를 

하자고 밀씀하셨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매니쩨스토는‘미워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자’였습니다. 

짐여자3저는 조등액교에서 아이들을 기르지고 있는 김연진이리고 하고요 

일딘 ‘돈’을 었는데 돈이 짐 많았으연 중겠다는생각이 들어서 었어요 

‘컴퓨터’리고 쓴 이유는 어제 강의에서 컴퓨터 매제를 배웠거든요‘ 

져|가 그컬 하려연 50년이 걸리겠다는 놀et울 때문에 컴퓨터를 

었어요 그 다음에 ‘캔’이랴는 딘어틀 었는데 제가제 붐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이 들어서 었어요‘ 캔은 인에서 밀 수가 

없잖아요‘ ‘선’이리고 쓴 건 제가 예술가 선생님들의 깅연을 를으연서 

예술가 선생님들은 ‘선’이 되는 사림들이et는 생각을 혔기 때문인데요.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사람들이리고 생각했거든요. 조금인 잉심하연 

예술가가 힐 수없고을랴타기도 버티기도 힘든데 전 저 션을 굉징히 

타고 싱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습니다. 

이정믿 지금 말을하신 것 중에 바림01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지|적인 

입징에서 ‘나는 이렇다. 흑은 이럴 것이다. 흑은 무엇과는 다르다.’와 같은 식으로 

바문다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니메스토리는 게 무쩍 순긴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주체적으로 김정을 정의 내리는순간이거든요‘ 

짐여자4안녕하셰요‘ 저는바이을린 연주자이고 혀l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효|예술분야에 관심이 생격서 이번 한 해 동인 경기특부문화재딘에서 

주관하는 정년 기픽 잉성 과정에 짐여하고 있습니다. 징작의 고홍이 

있어서 기업게 여기 있는 재료로 ‘어떻게 표연해 를끼?’틀 생각하다가 

강옥을 연싱했어요.그런데 종이의 글자는 잊에 비져요‘ 감옥에 갇혀 

있지안 그형게 고통스럽지는않다는 컬 표연해 왔어요. 그러고 인생 

얼자틀 표연해왔는데 제가 심을 살아왔을 때 힐싱 제 자산보다 터인을 

위한 삶을 살있던 경힘이 조금 더 강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을 

하연서 나자신을 알아야 익간의 실마리를 룰 수 있을 것 같다는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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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5 '7f촉, 하기 싱은 일, 술’이리고 적었는데요. 가촉은제가 하고 싶은 일에 

가측이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었어요. 솥은 이제 버려야 맡 것이랴 

었고요 져|가확킥에 굉징히 관심이 많거든요. 사진은 눈으로 보는 것과 

딜러요 그런 의미에서 웠을 때 확각은 이컬 어떻게 명연적으로 보이게 

맡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사진에서는그게 

굉징히 힘들거든요. 화각을 가지고어떻게 내가 생각한그립을 표연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정민 왜 이컬 원하는가틀 생각해보연 매니메스토랑 연결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여자6저는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성S뼈|서 영감을 얻었어요. 스페인에 

위치한 미완의 건울인데 건축가가 죽고 닌 뒤에도 어떤 신념으로 

10。년이 넘는 시간동인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 마지 저 같다는 생각01 

들었어요. ‘사랑스러운’이εi는 딘어는 제가 g。설, 90살이 되어도 

시캉스럽다는 소리틀 듣고 싱어서 엉고요 여기 ‘Real Love’리는 

딘어는 제가고민하는주제여서 었습니다‘ 저는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힘성호 선생님께서도 강의에서 언어적인 부분보다 

비언어적인 부분이 더 진실성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생각의 기저에도 

그런 무의식적인 부문과 비언어적인 것들이 알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대알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기저를 많이 보는 거 겉아요. 또 내가 가진 그런 미음의 기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에서 쓴 

딘어입니다. 

이정민 정말 이 월은 시간 인에 다잉한 결 많이 적어주었어요. 서연 씨는 이 냉은 

공간 전체틀 넓게 파익하시고 어떤 성격들에 기대서 담어를 배얼하신 게 중은 것 

겉네요‘ ‘이 공건을 어떻게 사용알 수 있을까?’ef는 컬 좀 생각해준 게 특이한 것 

겉Of요‘ 

짐여자7 안녕하셰요. 저는 흥익대액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황민회입니다.요즘예술이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연서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질 모르겠다는생각이 계측 들어서 딘어틀 

적었습니다.그러고 자기의 기준을 정해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생각을 하느냐에 따랴서 생각이 달러지니까요. 

이전까지도 계옥 미솥을 하연서 자기으| 기준이 일요하다고 생각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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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으로 선돼혜 학문을 깅이 배우기 시직하연서 자기인의 기준이 

없으연 인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여자8안녕하셰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항소연입LI다‘ 

가징 기온이 되는 생각이 저 조록색 부문에 적혀 있는 건데요. 제가 

원래 좀나태했는데 고등학교 때 입시나 인간관계에서 여러 일이 

겹치니까그때부터 뭔가 기력이 빠지고 무기역해지더리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틀을 다른 메모지에 적었고요 자기 내연에 있는 생각을 모아 

정러한 것에서 피생된 생각을 중간중간 바껴놨고요. 또아까두 문이 

말늠해주신 것저럼 인간관계에서 닝아무 짓도안 었는데 가끔 닐 

싱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날 싱어하는 건 싱관이 없는데 날 싫어하는 

것을 남힌터| 표줄하연서 연전에서 난리를 지는 걸 보연 스트레스인 

거여|요 그래서 닐그민좀 건드리et는 마음에 띠로 딘어틀 적게 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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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와 양께 하는 퍼포언스 2 

이정민 이제는 자신을 돌아온 작업을 기빈으로 나안의 선언을 알 건데요‘ 지금 

짐여자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지금의 마음 상태가 ‘Of, 이런 선언을 하고 
싱은 김정일 수 있겠다.’ 하고 유추되는부분은 있지민 모두 다 그형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l!OI러 생각하연서 나도 몰랐던 내 이야기 안에서 

시작였으연 중겠!어요. 지금과 같은 직업을 하거나뭔가틀 돋아룰 때 반성까진 

아니더러도 자기 자신을 자꾸 돋아보잖아요 때로는 나이|게믿 너무무계를 두지 

밀고 힌번를 내려놓는 표연을 안다는 생킥을 하연서 다들면하게 하셨으연 

중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나의 다짐. 때로는 반성같이 

들리기도 하는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틀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업의 형태로 만든다는 것은 뭘까요?일담 나의 선언의 영태를 고민해야 

맡 것 같Of요. ‘나의 선언은 무엇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워크융Olef는 제흰된 

시간 인에 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컬하거|, 아마 더 강하게 표연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냉게 생각하셔도 딩니다. 지금은 형태틀 조금 더 담순하게 

생각해보연 어떨까 싱어요. ‘나는 나의 상용에서 언어가 무쩍 중요하다. 그럼 

나틀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소리틀 내서 말힐 것이다. 나는 소리틀 내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나는 언어적인 것을 써서 흑은그려서 표연일 것이다. 나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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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다 쓸 것이다. 나는어떤 시적인 감정을 선택일 것이다. 나는 언어적인 

게 상다‘ 몸짓을 선택힐 것이다. 그형다연 몸짓은어때야알까?’이| 대해서 

고민해보셨으연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떠포언스의 시간은 5룬이에요. ‘나는 나으| 5문을 다 

쏠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아니연 나는 반목적으로 계옥 같은동작을 알 것이다 

아니연 그 5룬언에 기승전결이 있을 것이다. 나는 연극적으로 알 것이다. 이니연 

내 떠포언스 5문에는다른 짐여자들의 도율이 밀요하다’그럴 수도있잖아요. 

‘나 혼자하는 게 아니랴 여기서 네 영이 닐도외췄으연 중겠다‘ 이 네 명이 날 

지지하는 지지대가 돼랴. 흑은 이 안에서 가이드틀 하는 너의들이 나한테 뭔가틀 

혜랴. 그럼 나는 너희의 배정 측에서 이런 걸 일 것이다.’이런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구상을 지금부터 시직알게요. 구지|적으로 내 김정 증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고그 다음에 형태를 고르고, 거기에 맞는도구를 안드는 

것까지 포힘해서요 도구는 오리거나그려서 가싱으로인들 수 있는 형태로 

진앵해야 알 것 같아요. 그게 너무어엽다연 드로잉을 하연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죄종적인 매니페스토의 구체적인 을랜을 작성하는 것으로 진앵하겠습니다 

짐여자1 저는 식사틀 인해서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했는데요. 사실 제 

스스로를안 쟁기는 생얻을 했고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나틀 

어떤 식으로 대하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제 자신을 쟁기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니까 기슴앓이틀 

힌다고 많이 생각했고요.저|가하고 싶었던 건 고앙이나 강아지들은 

아프연 입에 익을 섞어주잖아요 그런 것저럼 내가 먹고 싱은요리에 

선언문을 섞어서 먹자는 의미로 문장이 써 있는요리틀 만들었어요. 

짐여자2 ‘누군가에게 나는 아무것도아니다. 지나져도 기억하지 않을 사람. 

특열하지 않은 사람. 스져 지나가는 게 떤연 사림.어머연 이미 기억에서 

잊연 사림. 인간은 망각의 동룰이란다.그래서 만나기 전, 선입건‘ 마음은 

엄청난 인개와 같이 샤리져 버리고, 보여도보이지 않게 된다‘ 특히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열 를일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조화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아무것도아닌 

사림이 되어가는과정이 있다. 서서히,그러고 갑작스럽게‘, 

마무리 

이정민 여러룬 정말 김사합니다. 저엌에게도 굉장히 중은 경엄이었고요‘ 흑시나 

퍼포먼스에 대흰의건이 있으신 룬은 월게 써서 제줄해주시연 저의에게 더 큰 

도율이 휠 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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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억적 실션으로서억 1임를셰이 -

‘능흥적 을셰이어’하는흰상 

이상우,강지용 

스마트폰으로누구나 게임을 알 수 있게 

펀 셰싱에서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을레이어리고 알 수 있다‘ 거|임은 사람을 

능동적으로 짐여하도록 믿드는 힘이 있다. 

하지믿오늘닐 상업적으로제작되는 

많은게임들은 동일연 시스템으로 

수동적 플레이어를잉산힌다. 능동적 

를레이어가 어떻게 수동적 을레이어로 

연하는지 살피보고, 문화적 실전을 위해 

게임을 어떻게 활용일 수 있을지 힘께 

논의해보고자한다‘ 

Game play as a cultural practke -

illusi。n as an ‘active player' 
Lee Sang-w。。, KangJi-W。。ng

Every。ne isa p。tential p layer in 

thew。rid w here <Nery。ne can p lay 

games 。nasmaπph。ne‘ Games 
have the p。wer t。 get pe。pie

actively inv。lved. H。wever, many 

c。mmercially pr。duced games today 

pr•。duce passive p layers 。n the same 

system. We w ill l。。|〈at h。wactive 

p layers t urn int•。 passive players and 

discuss h。wgames can be used f。r

cultur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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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실천으로서의 
게임플레이 -

‘능동적 플레이어’라는 
환상 

Gam e play as a cultural practice -
illus ion as an ‘active player’ 

이상우,강지웅 

이상우 저는 이싱우입니다.오늘얘기맡 주져|는 ‘문화적 실전으로서의 게임 

을레이’고요 책에 보시연 ‘능동적 를헤이어랴는 g상’이et는 부제인데,조금 더 

냉게 얘기알 거예요. 오늘 들어보니까 전문 원크융이 아니랴 예슬 워크율이러 

게임전문이 아닌 게임에 관심에 있는 룬들이실 것 겉아요‘ 여러 예술계 룬들일 

테니까. 온인이 징작 휠동을 하연서 게임적인 사고앙식이나 게임의 특성, 욕성을 

어떻게 횡용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폭냉게 일아보고요. 앞서 말을드었던 

주제는 마지막에 살픽 짚어보는 정도로안진행일게요. 

저는 게임명른가이고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r거|임, 게이며, 을레이-

인문학으로 읽는 게임,01리는잭을 었고요 게임 관련해서 다'Y흰 글을 옵니다. 

제가 었던 쩍 중에 ‘디지털 게임의 기원’이랴는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일부 얘기를 

거예요. 

조장기게임의형태 

먼저 게임이리고 하연, 시간에 따리 많이 하는 사람도있고 적게 

하는 사림도 있겠지믿조금펙은 다들 해보셨을 거여|요 굉장히 익숙연 매제, 

미디어리고 룰수 있죠 이런 게임이 도대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의외로 

모르는 룬들이 많으셰요. 그부문을 살픽 징으연서 시직알게요. 

사실 노는 거죠 디지털 게임이리고얘기하는데요‘ 디지텅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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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거슬러 을랴가연 아무 도구 없이 노는 늘이부터 시직해요 김흥도가 

그린 를속도 같은 거죠 어렀을 때는 고무중 하나 컬어놓고즐겁게 놀있죠 

보시연 놀이는온질적으로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앵우|입니다. 혼자 놀수도 

있지만 우리가 논다고 하는 앵우|는 대부룬 사회양동이에요‘ ‘영수야 놀자‘. 

해야 놀이가 시작되죠 많은놀이가사회적인 앵위입니다. 더 L에가 늘이는 

문확적인 행위이기도 하죠. 

고대 이집트에 이르연 도구틀을 쓰기 시직합니다.옛 이집트에서 하던 

보드게임이 굉징히 오래된 무덤에서 빌클됐습니다. 왜 이런 도구틀을 쓰기 

시작알까요? 도구틀 월용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노는 것보다 어떤 

징점이 있을까요? 도구게임에는 예술이 굉징히 많이 엄유되어 있어요. 이런 

도구들이 윌 싱징알까요? 부루마을보연 어떤 싱징저럼 보이세요?지구를 

싱징하는거예요. 자온이리고도 알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부루마들은 전 

지구를돌아다니연서 영 사는 게임이죠. 회빼도 싱징하고요.연실에 존재하는 

부동산 자원과지구의 토지틀을 기호확한 거예요 거기에 미적인 요소를추가해 

시률레이션한 게임이죠 연실에 있는특정 상황틀을 도구틀 횡용해 기흐로 

재연하니까 미드액이 월샌 더 쉬워요 도구가 있으니 상대앙이 돈얼마나 

가졌는지 계산하기도 쉴고요. 도구없이 이런 놀이를 하려연 어일까요? 록집한 

규칙을 이해of71 굉징히 어려원져요. 고무줄로 즐기는놀이에 비교해보연 

부루마을은 확실히 도구틀 사용해 월샌 복잡하고 정교한 놀이가 가능해요. 

인류가 이형게 많은 도구를 발전시켜오다가 20세기를 되연 기계장치틀 

개발앙니다. 기계 역사는 굉징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을랴가는데요 우리도 시계 

하나씩 자고 있잖아요? 정픽흰시긴을 알기 위해서 톱니바퀴틀 월용한 기계 

징지를개말했3ε 2。세기에 오연 더 정교흰 징치로 징난감들을 믿듬니다‘ 

조장기 대표적인 기계징난강인 ‘핀롤’. 지금은 많은 전자장비가 

들어가지믿 여|전에는 다 기계 장지로 직동었죠 아직 디지텅 기술이 나오기 

전이에요‘ 태업을 강아 바닥에 놓으연 울직이는 자동자‘ 상호작용의 대상이 

사람에서 기계징지 월용으로 바뀔니다. 흔자 놀수 있죠 핀롤의 가징 큰특징이 

뭐예요? 같이 놀지 않아요‘ 그전의 놀이와는 다른 즉연이에요‘ 똑같은도구틀 

월용한 게임이러도 보드게임이 민를이 되는 순ξ써|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가 되죠‘ 흔자 놀수 있는 흰정이 됐다고룰 수 있어요. 이제 슬슬 뭐로 

넘어갈까요? 디지텅 게임이 나을 때가됐죠 

디지텅게임의등장 

1950년대부터 디지텅 게임이 태동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형태의 게임은 이때 시작되죠 놀이는그전부터 있었지믿요. 결국, 놀이와 

컴퓨터 기술이 만나연서 디지텅 게임이 인들어져요‘ 역사는 길게 집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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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월게 집으연 50년 정도로를 수 있겠네요.오래되진 않았어요.영찍에 

비하연 굉장히 월은역사인데도 많이 성징했죠‘ 1958년에 만들어진 ‘테니스 

포 투따nnis f。rTw。)’εi는 게임이 있어요 심장억동을 점검하는 전자징비, 

오실로스코프(oscillosc。pe)를 사용해서 만든 게임인데요 박물관, 연구소에 놀러 

오는 사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민들었다고 해요 서로 번갈아 테니스틀 

지는게임이었습니다‘ 

이후 1961년에 ‘스쩨이스 워(SpaceW.히’랴는 게임이 만들어지는데요‘ 

굉징히 유명하죠우주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씨워 먼저 격주하는 사람이 이기는 

조기 형태의 전자게임입니다 게임은 쪽역적이랴고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게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싱대앙을 맞휘서 터뜨리는 게임이 1961년에 이미 

민들어졌죠 

1972년에 드디어 ‘용(P。n밍’이et는 기념비적인 작픔이 등장하는데요. 

왜 기념비적인지는 다음 장에 설명해 드힐게요 이 셰 게임은 사획자들이 대부룬 

조장기 대표작으로 월는 게임입니다. 테니스 포 투는 죄조의 전자게임 형태. 

스메이스 원는 죠|조의 프로그램 구성 게임. 프로그램을 파서 디지털 게임을 

제직하는 코딩이랴는기술이 도입됐죠 흥은 동전을 넣고 을레이하는 게임이죠 

용을 통해서 게임 ~겁이 시작돼요. 이렇게 셰 게임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즉연으로 의미를 따져 보연 테니스포 투는 연실의 테니스를 

픔겨놨죠 언실에서의 놀이틀 전자로 읍겨놓을 수 있다는 컬 보여었어요 

스메이스 원는 당시 r스타원즈(StarWars), 곁은 스메이스 헤스턴 장르의 소설이 

유명했었어요 ‘스티브 러영(Steve Russ허|)’01 자기 동호회에서 소설들을 얽다가 

r우주 전쟁J 이란 소설을 전자게임으로 믿들고 싶다고개말했습니다. 다른 매제에 

있던 른텐즈가 게임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1970년대에 동전을 녕고 게임을 을레이하는 ‘코인-읍 을혀IOl(C。in

。p Play)’ 영태의 아케이드 센터가 등징합니다. 흥은 이것 때문에 유앵했습니다. 

즉, 게임이 비즈니스 모댈이 펀 거예요 게임이 등장한 게 58년인데 15년 만에 

~겁확립니다. 이형게 삐른 자온화는 다른 장르에선 유려|가 없는 게임안의 독특한 

부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일리 산업화하연서 영화저럼 예술 실엄을 일 여유는 

없었겠죠 그런 영양이 지금도 게임 산업에 이어집니다. 용에 대해션 일 얘기가 매우 

많지만 오늘은 게임 역사를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줄일게요 

게임산업의일전 

1971년 이후 아케이드 산업은 쭉 성장합니다. 용을 만든 아타el(Atari)는 

믹대한 부틀 거두죠. 실리콘밸리 챔은 IT 징업가신드를이 일어났던 시기도 거의 

일지알 겁니다‘ 이저| 70년대틀 보연, 흔시 여러문 가정용 게임기 갖고 계시나요? 

을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닌텐도 위 있으셰요?그렇게 가정에서TV에 연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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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혀101하는 징치가 이때부터 등징영니다‘ 1975년에 아타리에서 흥 홍(H。me 

p。ng)’01랴는 장지를 안드는데요. TV이| 연컬해서 용을 즐길 수 있어요. 

‘채널 Oii프(Channel 티’는 1976년에 인들어진 굉징히 의미 있는 

제픔이에요. 왜냐연 흘 용은홍 밖에 을레이알 수 없어요 게임이 질리연 기계를 

버려야 해요‘ 근데 채널 에프는 카트리지 교휠 잉식이에요 소프트웨어틀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그리고 1977년에 아타리에서 안든vcs’도 

역시 카트리지 교환 잉식이고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필었고 전 세계적으로 

흥g였던 유명흰 게임기 중의 하나입니다.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이리고 부르죠‘ 

이 게임기들은게임의 공간을 돈 넣고 하던 공직 장소에서 집 인의 사적 

징소로 융격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사적 공간의 극대회된 지점이 

어디인가요? 스미트폰이죠TV틀 굳이 켜지 않아도, 이제 가족들이 거실에서 

드러마를 와도 나는앙에 가서 게임을 힐 수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게임은 

승승장구 성징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믿 다 생략맡게요. 

1978년 ‘스메이스 인버IOI더(Space invader)’, 1980년 팩맨(Pac 

man)', 1981년 ‘동키 콩(D。nkey K。n밍’01 나왔어요 ‘남코(Name-。)’나 

‘닌텐도(Nintend。)’에서 만든 일본 게임들이죠. 보통 하드헤어 판매를 

건인알 정도로 폭발력 있는소프트헤어 큰텐즈틀 ‘컬러 른텐즈’리고 앙니다. 그 

게임을 하려연 특정 기계를 사야 해요. 그런 일러 른텐즈들이 결국 게임 산업을 

건인했습니다. 지금으로 지연 ‘디아들로(Diab I。)’. ‘스타크래프트(StarCraft)’와 

링은 게임의 인기를 영샌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일온에션 동전이 다 오릭실 

기계로들어가 액 엔 동전은 픔귀연상이 일어닐 정도었고요. 이제 팩맨과 같은 

게임에서 캐릭터가 등장하죠 적인 귀신 써릭터에도 이를이 있어요. 스토리화가 

이휘졌죠 동키 릉도 마찬가지로 여자진구틀 구하러 다니는 스토리에 연줄도 되게 

힐했어요‘ 우|로을리가고 부수는 연줄들이 다 들어갔it. 

PC의 대중화로인한 연화 

이저1198。년대룹에 PC으| 대중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밀한 기계들은 

게임 전용 기계었죠‘ 근데 PC는 엄용 기기에요. 업무뿐아니리 다른 용도로도 

쏠 수있는데 그중 하나로 디지털 게임을 맡수 있게 펀 거죠 엄용 기계이었기 

때문에 을레이하게 펀 게임의 특성도 좀 다틀니다. 

애틀이 저음엔 PC틀 만들었어요 ‘'Apple II ’et는 Sb it 컴퓨터죠 

이전까지의 Et슨했던 비디오 게임과 조금 달러요. 특히 ‘율El미(Ultima)’ 같은 

RPG 징르가등장했어요‘ ‘el니지’ 같은 RPG 게임의 원조, 기원입니다. PC어|는 

키보드가 있잖아요 언어틀 쓸 수있죠 용 입력징지는다이얼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제 키보드가 있어요.언어입력이 펀다는 건 적극적으로 피드액을 주고받을 수 

있었담 거죠‘ 이형게 PC 만의 게입 장르틀 구축합니다“RPG’,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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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n’ 징르들이 대표적이에요‘ 

컴퓨터가 보급 되연서 미국에서 한띠| 게임 산업이 를릭했는데요 전문 

용어로 ‘아타리 쇼크’랴고 물러요 톨릭안 게임 ~겁이 1983년 효|록하는데 중요흰 

역즐을 흰 게 닌텐도의 ‘때미컴(Famic。m)’Olet는 게임기입니다. 때미검을 

건인했던 일러 콘텐즈는 ‘슈퍼마리오(Super Mari。)’와 ‘젤다의 전셜’이에요. 

유영하죠 

번외는 우리나eto11 있었던 게임기인데 대우, 삼성, 연대에서 게임기를 

수입했었어요 일온에서 수입해 자기 회사 역지믿울여 알있는데 ""연히 

하드헤어믿 필고 소프트헤어는 안 필있어요. 제대로 시장이 직동알 리 없었죠 

기계는 영업으로 수입해오는데 대부문 게임은 줄업으로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기영적인 시장구조가 인들어졌었어요. 

그 후에도 많은얘기가 있어요.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기회가 되연 얘기혜를게요‘ 1990년대 조반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게임 E변 사건들을 다 모아보연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매직 엔’, ‘네이트’ 

하연서 ‘보룰선 아이른 누르고 얼 누르께고 다운로드 하셰요.’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 ‘DOR’도 있.li. 아케이드 게임의 마지막을 룰태웠던 멈프 

게임이에요.왜 마지막을 룰태웠냐연 ‘바다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랴의 오릭실이 

다롤릭했죠 2002년에 ‘을레이스테이션 2’가 정식 발매되연서 울잉으로 

유통되던 게임기가 사그러지고 비디오게임 시징이 정직었죠 닌텐도 우|나 

엑스박스도 줄시되었고요 ‘닌텐도 DS’도 있네요 이런 기기틀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하쩔 보연 다들 닌텐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죠 원래 장난감이 그래요. 유형이 지나연 버려지죠 .와우t:N。w)’도 있고 

‘프린셰스 메이커(Princess Maker)’도 있네요‘ 국산 때키지 게임의 톨릭을 
싱징적으로 보여혔던 ‘화이트더IOl(:Nhite Day)’도있고요 화이트데이 이후로 

게임들이 매키지에서 온리인으로 넘어갑니다. 룰엄 록제의 메혜틀 보여준 

대표적인게임이죠 

게이며의연혈증확대 

압축해보연 이렇습니다‘ 거|임 연화를구구절절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혔냐는 거예요. 대략 90년대 중반, 조고속 인터넷이 깔린 

95년 전후에 스타크래프트, 디아들로 같은 R;앙 게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하열에서 다들 스마트폰을 몹니다. 다 게임을 하는 건 아니겠지믿 만약에 하고 

있다연 애니장 때문이갱죠‘ 2012년 애니장 이후로스마트온 게임이 급격히 

성징했습니다. PC 게임에서 스마트온 게임으로 대세가 넘어갔고 지금은 모바일 

게임이 반이에요온랴인 게임 개빌사들도 많이 샤리졌고요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연서 특정 연렁대, 성영, 계층에 흰정한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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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게 팀니다 울타리틀 넘어 굉장히 냉은곳으로 나왔어요 저는 20。9년 

아이폰 발매가촉발점이리고생각허|요 예전의 게임은10대, 20대들이 즐기던 

놀이었어요. 모든 사림01 게임을 하진 않았죠 왜냐연 오릭실에 가거나 게임기, 

컴휴터가 있어야 게임을 맡수 있었으니까요. 디지텅 징비를 사야 즐킬 수 있었죠 

징비에 관심이 많았던 10대, 2。대 유저들을 중심으로 발전일 수엮에 없는 

문확였어요. 그형기 때문에 주류 문화가 아니었어요 만효L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콘텐즈들을 겉이 묶어 하위문화, 서브혈저(Subcluture)랴고 룰렀죠‘ 

스미트폰 이후 남녀노소 모두 을레이 계흥이 되연서 저연이 확대됐죠 

대중문화의 엄주에 딩당히 들어갔어요 지하열 티연 맏며니들도 스마트폰 게임을 

해요 드러마만큼, 영찍만큼이나 대중적인 미디어 매제 문화가 됐습니다만 이형게 

즐기는양이나 엄우|에 비해 정말 힐 굴러가느냐는 의문이 좀 있어요 영화산업과 

비교해보연 확실히 연얼점을 알 수 있어요. 영효}는 싱업영찍, 예술영화가 어느 

정도 겉이 가잖아요. 줄른 역사가 기니 여러 직가가 있었겠지안지금의 게임은 

너무 싱업 쪽에 지우졌죠 게임 자져|의 측성이기도 하고요 아직 시간이 많01 

축적되지 않있다는 이유도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과거의 게임은 진입장엌이 있었습니다.거|임 설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그나마윈도우에션 좀쉬원졌지만그전의 도스 시절에는 

힘들었어요‘ 메모리카드를다조절해야 했고특정 게임은O벼| 메모리틀 

조절하고하드헤어 셰팅을 완억하게 하지 않으연 돋아가지 앓뻐요그러니끼 

소위 공돋이들안 즐기는문화일 수밖에 없었죠 게임 자져|도 어려웠지만 게임 

실앵하기도어려웠어요‘ 옛닐엔 아주 비썼던 컴퓨터도사야 했고요. 20MB 

하드 디스크가2。。-3。0만원하던 시열이니 지금으른싱삼하기 어컵죠 

징억이높있어요 

그래서 PC앙이 우리니etoll서 급측도로 퍼졌던 거예요. 굳이 징비 구입을 

하지 않아도 게임하는 공긴을 대여하연 되죠. 딩구대를굳이 내 밍이| 들여놓진 

않죠 당구장 가서 가끔 하연 되는데 당구대를 사는 건 너무 비씨잖아요. 그런 

개념의 서비스였어요. 9。년대 중후반부터 조고속 인터넷, IMF 실직자 대링 

발생,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 흥행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맞울려 PC앙 문화가 

폭발적으로 며집니다‘ 요즘은 저도인 간 지 좀 되었어요 

룰른 스마트폰이 생겼으니까안 가나 싱어요 재있는 게임을 입게 

다운로드일 수 있으니 여|전과 굉징히 비교되죠 영샌 더 엄게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게임을 하거나 흑은 짐재적 게이머로서 쉴아가요. 사람들이 

게임 문업에 익숙하다는 얘기이고 게임을 활용해서 직업하연 수용일 수 있는 

사람이 그안큼시장에 많아요. 매우큰 연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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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일반적인특성들 

이 주제가중점인데 서른이 좀 킬었어요‘ 입게 물어가기 위해서 때미검의 

컨트틀러틀 를게요 198。년대에 등장였는데 정밀 멋진 디자인이에요 십자 버튼, 

A 버튼, B 버튼, Start와 Select 버튼으로 간컬한 디자인 완결도틀 보여주죠 

사실 십자 버튼을 저음 사용한 건 닌텐도였어요.그전에는 조이스틱이었는데 

대부룬 좀 룰떤했죠. 근데 닌텐도에서 조이매드와 십자 버튼을 만들연서 게임을 

조직하기 펀해졌어요‘ 두 손에 역 들어오는때드느낌이 잠 풍죠‘ 저는 이 디자인을 

지금도좋아해요. 

2010년에 나온엑스빅스 36。컨트를러는 을루투스랴 무선이에요. 사실 

제일 많01 달E씬 건 버튼수가 늘어난 점이에요 힐 안 보이는데 컨트틀러 위쪽에 

버튼이 두 개엑 더 있거든요. 게임허|보신 문은아시겠지만 R 버튼, L 버튼이 
있죠 옛닐엔 하나씩이었는데 이젠 두 개엑 들어가요 버튼 수가 12개 이상이에요. 

그만큼 조작하기 힘들어요“Grand Theft Aut。’ 출여서 ‘GTA’et는 게임이 

있3ε GTA으| 조작업을 보연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또 믹싱 던져주연 재미있게 

힐을레이하죠. 굳이 조작법을 하나씩 보연서 를레이하지 않아요. 경엄하연서 

하나쓰| 슴특합니다. 이렇게 게임은 점접 어려원졌는데 여전히 게임하기 상다는 

사림은 없어요. 정도의 자이는 있지만 대부문은게임을 좋아하죠 

스타크래프트의 국내 핀매랑이 450만 장인데요. 전 세계 핀•H캉의 

대부문을 우러나랴에서 필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스타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게 ‘RTS’. el얼 타임 시률레이션의 징르거든요.스타는 

느뭇하게 못 해요 컴퓨터가 앵동하는 동안 나도그에 못지않게 엘리 울직여야 

힐니다. 흑시 프로게이머의 을레이를보었나요? 회연이 정신없어요. 룬딩 버튼 

클릭 수틀 계신해서 미지컬을 즉정하기도 하죠‘ 이형게 실시ζ엔 데다가 건물도 

많고 유닛도 많고 업그레이드까지 해야 하는 등 정밀 규칙이 너무너무어려워요. 

자근자근 배우연서 히랴고 챔때인 시나리오도 준비했지안 우리나리사람들은 

진구랑 같이 가서 .일담 캐논부터 박Of." 이러잖아요. 그러연서 다 배우죠 

아무리 어려운 게임도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기르져주연서 

엉게 배워요 어려운 게임도우린 정말 재미있게 즐겨요 이게 게임의 힘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게임은 어떻게 이형게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을 

자발적으로 즐기게 맡까요?여기에 더해서 연실은 왜 이형게 시공장일까‘ 왜 

게임과 다르게 연실에서는 의욕도인 나고 힐 풀리지 않는 기룬이 들끼. 그 이유는 

뭔지 고힐혜를끼 싱어요. 

게임을 흥미롭게 만드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액읍과 월용, 잠여와 

미드액, 몰입과 얼런스, 정쟁과보상, 이야기, 구체적인 목표. 말고도 굉징히 

많아요. 우선 이 정도안 정리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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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특성 - 학습과 g용 

첫 번째는 억읍과 원용입니다. 게임은 일종의 즐거운 획슴 과정이에요. 

배원야 일 수 있죠. 배우는과정을 싫어하는 사림들은 게임도 상어해요‘ 근데 

새로운 거 풍아하고배우는 걸 중아하는 사람은 게임도 중아알 획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학습과정이 많이 밀요~f71 때문이죠. 좀 어염긴 하지만 배우고 

나연 그때부터 굉장히 즐거운 경엄을 선사하죠 게임은 배운 걸 힐 써먹을 때 

재있습니다. 저음엔 재미없을 수도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게임은어떻게든 

그컬 배우게 해요 보상을 조금씌 줍니다‘ 쭉어도‘다시 해와‘’ 하연서 알려줍니다‘ 

진절하게 계욕시도맡 수있게 해줘요‘ 아주 쉬운 것부터 조금씩 배우는 거죠. 

여|틀 들어룰계요. ‘마리오’틀 을혀IOI히다 엄정에 혹었어요‘ 축었다고 더 

맡 수없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게임은 다시 시작맡수 있잖아요‘ 조이때드를 

보니까버튼이 있너|?늘러외요.아무 설명 없었어도 버튼을 늘렀더니 캐릭터가 

접프하연 “와 점프틀 었대” 하죠A버튼을 누르연 접프틀 힌다는 걸 슴득했어요. 

그 후에 힘정을 와요. 살연서 적어도 한 번룹은 둔덕을 넘어온 적 있잖아요 

A버튼을 학습하고 엄정을 보는순간 점프로 넘어야겠다는생각이 들어요. 점프틀 

해왔어요 힘정을 넘어요. 너무 늘랴운 거죠 ‘내가 해냈어l’어떤 게임은 여기에서 

‘정말 힐했어요.’ 하연서 축포기 터지기도 해요‘ 요즘 스미트폰 게임들 다 그렁죠 

그럼 뿌듯하잖아요 내가해냈다는 걸 누가와도 알 수 있어요 접수틀 을려주거나 

보너스를주기도 하고요 근데 게임을 계속하다 보연 엄정이 더 자주 나와요 

점프를배원 써먹으니 재있죠 그렇지만 첫만부터 100만끼지 계속 점프인 하는 

게임이러연 굉징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스테이지부터는 버섯이 나와요‘ 아니연 우|에서 뭐가 

띨어져요 그럼 또 쭉갱죠 고드를이 영어져서 쭉었어요. 위에서 뭔가 떨어지연 

쭉는구나‘ 우리는 또 일Of요. 실연서 무언가기위에서 띨어진 걸 맞아왔거든요. 

이건 .|엄하구나.온능적으로알아요‘ 사람에게 익숙한 것을 다시 알려줄 밀요는 

없죠 떨어진 걸 맞으연 쭉는다고얘기 안해줘도 이미 우린 알 거에요 Of:까 

테니스포 투ef는 공을 주고받는 담순한 게임이 있었죠 규칙을 일려줄밀요가 

있을까요? 테니스리고 적어놨으니까사람들은 이게 네트고 이게 공이구나 하고 

이미 알기 때문에 띠로 일려주지 않아요 마리오로 다시 돋아와 보죠 고드를이 

띨어져서 쭉었어요 다시 시직하연 이제 미하죠‘ 

셰 번째 스테이지에 가연 어떻게 될까요? 힘정과고드를이 곁이 나와요‘ 

타이밍 맞휘서 뛰어야죠 많이 경엄해보셨죠? 대부분 게임 특성이 앞에서 배웠던 

걸 써먹으연서 조금액 더 어려운 결 해결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게임 

디자인의 재있는 점이죠 본인이 했던 게임들을 떠을려보세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저음에 업게 배원요‘ 겨|측 써먹으연서 익숙해져요. 익숙한 결 통해서 더 어려운 열 

해내요 그형게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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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믹에 가연 뭐가 나오나요?보스가 나와요.보스전에는그동안 

했던 모든 힘정이 다 나와요. 지금까지 배웠던 스일틀을 흥동원해야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연 이제 굉장히 중은 겁 같은 높은보상들이 하나씩 나오죠‘ 그러연 

그 검으로는 이때끼지 피해 다었던 몬스터들을 쓰러트린다든지 못 갔던 길을 

겁을 끼워서 킬 수있게 돼요 엄청난 보상인 거죠 네가 정밀 고생해서 배웠던 

걸 다 동원해서 울리졌으니까. 넌 보상맡을 자격이 있다고 OfOI댐을 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더 새톨고 뿌듯안 결 성휘알 수 있죠 더 게임에 빠져들고 이렇게 

게이머는엔딩을 양해 갑니다. 

이게 게임의 억슴과 월용이에요. 아주 쉴게 배원 써먹죠 이때 주의해야 알 

건 시직하자마자 어려우연 어떻게 되겠어요? ‘Of, 어려워, 나 인 알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려|대로 익밀 수 있도록 디자인힐니다‘ 헤옐을 나누|요 OfOll 그런 게임이 
있어요. 슈퍼마리오는 아예 스테이지틀 나눠놓아서 스테이지1을 깨야만 스테이지 

2로 넘어킬 수있죠. 그런데 RPG 게임은 앙엽이 달러요 섬에서 시직었는데 탑에 

보스가 보여요. 탑에 마왕이 있는데 산으로 막혀있어서 못 가요. 그래서 나는 이 

마을안 틀아다닙니다. 결국 팀이| 가려연 모엄을 해서 아이댐을 얻은 다음에 갈 수 

있어요. 낮은 혜영로 갔다가는 너무어려워서 흑으니까아예 원전적으로 자담하죠 

아니연 울리적으로 자딘하는 게 아니랴 그곳에 가연 무조건 혹게 만들수도있죠 

게이머가‘아, 여긴 가연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결 알려주지 않습니다. 완억하게 익혀 써먹기 

전까지 다음 딘계로 넘어갈 수 없게 디자인합니다. 이게 전 여러운들이 니중에 어떤 

징작을 하연서 관객에게 경엄을 선사해야하는 때에 휠용맡수 있는 잉압이리고 

생각해요. 내 직업에 더 재미있고 흥미톨게 관객을 을어들이려연 어떻게 해야 

하냐는것들이죠 

기온기의중요성 

연실에션 어떤가요? 배율 기회도 영로 없고알려주는 사람도질 없죠 

배우더러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인들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엔 너무 억잔 일을 줘요. 날 힘들게 하죠. 잎 담계틀 다 익히고 넘어가야하는데 

그닝 진행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림들이 속줄밍니다‘ 개인영 맞흠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근데 게임은 내가 마스터하기 전까지는다음 콘텐즈를 즐킬 수 없습니다 

나이|게 특화됐죠 연실의 콘텐즈는 대부룬그형지 못해요.어명게 보연 학교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죠 마지믹으로이 점이 진찌 중요해요 어엽게 배원서 정작 써먹을 

기회틀 못 잦습니다‘ 예틀 들어서 영어공부틀 열심히 허|도 회사 가서 2년 있으연 다 

까먹어요. 못 써먹으니까. 자기 컬로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사랴지는 거죠‘획슴한 

건 계측 사용해야 내 것이 되고휠용맡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삶에 일요한여러 

기온기는 반록과 적절연 활용을 통해 슴득하는데 말이죠 운전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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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기가 굉장히 중요업니다‘ 화가는 계측데생하잖아요. 자동으로 슨이 

울직여야원하는 대로 그힐 수 있어요 사소한 선까지 신경 쓰연 그림 그러겠어요? 

엑영, 브레이크, 핸들링 일일이 신경 쓰연 도로 표지만이 눈에 들어을까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도인 들어오죠‘ 근데 계속 운전하다 보연 핸들 조작하고 

브레이크 외는 g동들이 다자동화돼요.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후엔 

표지만이 눈에 들어융니다‘ 핀담이 가능해져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온기가 

능숙하게 된 후에서야 자기 생각을 더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죠‘ 거|임도그런 

과정의 하나리고 생각해요. 

게임의 특성 - 정보와 미드액 

두 번째는 정보와 미드액이에요 ‘내 전투력은 53믿입니다/ ‘드래곤롤 
(Ora©。n Ball)'으| 명대사에요 ‘스카우티(Sc。uter)’리는 도구를 끼연 상대의 

전투력이 보입니다. 저도 하나 있으연 풍경!어요‘ 씨옴실력,재력. 아니연 성격이 

중은지 나쁜지 보이연 중겠어요. 살연서 노역을 계랑하기가 굉장히 어엽습니다‘ 

룰른 통계틀 통해 사회과학적으로 계랑하기도 하지만 대부문 직김에 의존해야 

하죠 노력을 수지화해주는 도구, 데이터해서 암Of들이고 만담에 활용밑 도구가 

있으연 좀 더 게임저럼 떤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연재 싱태틀 영팍히 알 수없기 때문에 물인하죠 우리는 

무지하기에 룰인해요. 특히 연실에서는 자기가 어떤 싱태인지, 내 앵동이 과연 

적절한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원요‘ 주우|의 피드액이 너무 늦거나 아Oii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힐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죠 아무것도 없는 암흑을 

걷는 느낌이에요. 이건 사람한테 중요한 포인트에요 저는 이런 교육액을 힐 

모르지만요. 학생들을 질 따익하고계속 미드액을 주는 것. 네 실역이 이 정도니 

조금 더 하연 이걸 일 수 있다는 피드액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없을 때 

아이들은무기력해지죠 액생만이 아니랴 많은 사람이 그형게 무기력해져요 

반대로 게임은게이머에게 적극적으로 연재 상태틀 일려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댐이 몇 개인지. 공격력/잉어역은 얼마인지,지금 내가 

이킬지 질지 일 수있어요. 특정 상태, 앞으로 님은 시간, 능력지의 연화‘ 핀딘을 

도와주는여러 가지 종앙 데이터틀을 많01 일려즙니다. 또 게임은 자신의 앵동에 

대한 미드액을 실시건으로믿죠. 실수틀 하연 때널티를, 성공하연 확실한 보상을 

믿습니다‘ 시자 없이 실시간으로 앵동했을 때 바로 빈용이 오고 명기를믿는다는 

게 중요하죠‘ 내가 부족하연 더 하고 힐못했으연 수정하는 걸 바로바로 힐 수 

있습니c:f. 

와우의 아이댐 장이나, 심국지의 인룰 장을 온 적 있으신가요? 늘랍지 

않아요? 지식, 지혀|, 똑똑얻지 아닌지도 게임은 알수 있어요‘ 제할공명은 

설득이 어렵지만 능력지가 높은 캐릭터다. 회사채용 때그런 걸 알연 중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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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모르니까우리니et에서는 토익접수로줄을 세율니다. 스카우터가 있으연 

해결되는데 검증알 잉엽이 없으니까요. 게임은 그형지 않Of요‘ 사실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지확된 데이터가 사람의 앵동을 촉발하고 더 흥미로운 

경엄을 믿드는 데 도율을 준다는 거죠. 흥미로운 경엄을 위해선 앵동이나 

생태에 미드액을 주는 게 중요앙니다. 연실은 물가능하고 게임이 가능한 이유는 

전자기슐의 유무 자이갱죠‘ 요즘 계속 증깅연실, 스마트온이 주목받는 이유가 

연실에 데이티틀을 녹여 만딘의 증거로 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에는 그게 

물가능했어요 기계가 보급이 안 되었었고즉정하는 기술도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즉정맡 수있죠 생제 데이터나 심박수, 심지어는 위치까지 추적되잖아요‘ 

데이터틀을 종립해 뭔가틀 믿든다는 게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인데 점접 연실화 

되고있어요 

근데 아직 인간의 심성이나 속마음은 데이터확 힐 수없죠‘ 그런 거까지 

가싱으로수지화알 수 있다연 좀 더 재미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작연 

일 한 번 알 때마다스티커 울여주잖아요. 그게 다 이런 겁니다‘ 직연 일 더 많이 

하리고 수지화하는 거죠 동기부여가되는 거예요 예를들어 내가 오늘 굉징히 

멋있는 일을 하나 했으니 나Oii게 멋있음 1을 을러스 해줘요. 내 능력지를푹 

적어놓고‘나의 멋있음이 지금 90인데 오늘 멋있는 일을 하나 했으니까1 더해서 

이제 나의 멋있음이 91이 되었구나, 나는어져|보다 멋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리고 

맡수 있죠 이게꼭 전자여야얀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제가 이런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여러문이 작업힐 때 응용맡 수있는 부문이 있을 것 같아서예요. 

게임의 특성 - 몰입과 앨런스 

를입과 앨런스‘ 를입은 ‘Flow’랴고 영니다“미하이 직센트(Mihaly 

Csikszentmihalyi)’리는 사람01 t롤입의 즐거울꺼let는 쩍에서 었어요 를입은 

너무 엉지도 어엽지도않은 상태가 계측 지측되는 걸 말잉니다. 생힐에서 룰 수 

있는 를입의 대표적인 사허|는 ‘생횡의 달인’이에요 거기 나오는 시림들이 를입된 

싱태에요. 그게 너무 엉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상태가 군형 있게 계욕되| 일에 

삐져든 거여|요. 

여러룬도실연서 이런 경엄을 한 번액은 하실 거예요‘ 흰 번엑은 느껴온 

적 있을 거예요.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계측 일을 하는데 아무생각도 

인 나고 거기에안 집중해서 했던 정엄들이3ε 그혈 때 여러룬들은어떤 일을 

했을까요. 추즉건대 영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형다고 너무위워서 

흘린 것도 아니고요. 집중해야하는 난이도 정도는 되갱죠 너무 어염지도않고 

너무 엉지도 않은 과저|틀 믿고 그게 내 상태에 적절히 맞았을 때 을로우가 

빌생합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유도해내연 우리는누구나 전재가되겠죠 이걸 

경엄하기 굉장히 어려우니 미하이 칙센트가 를입을 생횡 측에서 정엄하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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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 게 이 쩍이에요. Oii술직음 징직도 굉장히 집중해서 작업해야 

하잖아요‘ 읽어보시연 도율이 될 거예요‘ 인위적으로 를입알 수 있어요.울른 

인위적인 게 풍은 건 아니지만 원리를알연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게임은 앨런스틀 조정해서 의도적으로를입을 유도영니다‘ 

왜냐연 난이도조절이 가능하거든요.위우연 좀깅안 몬스티틀 줄어 어렵게 

믿듬니다‘ 너무어려울 앤 OfOI댐을 제공해 을레이어를 강하게 만들고요. 이형게 

디자이너가 실시간으로 조절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계속 헤어 나오지 못하고 

를레이힐니다‘ 조심해야죠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했다 싶으연 이건 디자이너들이 

힐 조절혔다고생각하시연 돼요. 플레이어 데이티틀 다갖고 있으니 데이터에 따리 

조혈안 하연 돼요 디지텅 사회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컬국우우|에 설 

수밖에없어요‘ 
어쨌든 익숙힘과새로울 사이의 긴징감을 유지하는 게 굉징히 중요해요. 

왜냐연 익숙하다는 건 엄다는 거고,위우연 지루해지고 지루하연 인하게 딩니다. 

대표적인 예로생활 속 지루한 것들 생각해보세요 짐오죠. 근데 너무 새로운게 

계속 주어지연 어떻겠어요? 흰 번도 안 해왔으니 룰인하죠. 들 다 안 중지안 똑같이 

주어진다연 인간은 어떤 거에 더 을럴까요? 사람마다 조금액 다르긴 하지안 

대부문은새로운 것보다는안정적인 것으로 플려요‘ 심리혁에서는 손실의 회피 

성양이리고 해요. 인간은 손해에 되게 민깅합니다.여|를들어 주가가 내려킬 때는 

민강하고오를 앤 둔김안 연상이 있죠‘ 인간은익숙엄에 기대는 특성이 있습니다. 

몰입은이 상태가 유지돼요‘ 과져|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울인해요“질 못일 것 

같아. 하기 상어‘ 안 맡래.’ 그런 때가 있죠 저도 되게 어염거나압박감이 심연 

글이 있어요‘ 굉징히 어려운주져|틀삐듯하게 요청해요. 그러연 잠이 안 오|요. 

걱정하다가 마깅에 쫓져서 하죠. 여러문도그렇지 않나요? 너무 어려운 경우에 

사람은울안한 나머지 자꾸도망가죠 이럴 때는 과져|의 난이도를 닝주건 개인의 

능력을 높이건 해야 를입이 유지팀니다. 반대로능력치는 너무 높은데 계속 

쉬운 글인 섣랴고 힌다연? 내 능력을 쓸수도없고 너무쉬운 과저|가 부여됐기 

때문에 지루하고 권태톨다가안 하게 되죠 물인과 권태는 몰입이 인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과져| 난이도틀 높이연 좀 더 를입하겠죠‘ 

결국권태와 울인사이의 군형점을 잦아지숙하는 게 바로를로우의 

핵심입니다.를입의 성매틀 컬정하는 건 업무의 뇨IOI도와 구성원 능력의 앨런스에요. 

맡수 있을 만큼의 과져|틀 줘야해요 게임은그걸 디자이너가일아서 해주니까 

얼마나를입이 질 되겠어요 게임저럼 실시간으로 뇨IOI도 조혈하는 건 연실에선 

물가능하죠 게임을 저음시작하연 Hard 모드. Easy 모드틀 선택맡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랴 실시간으로 난이도가 연경되는게임들도 있어요. 앨런스틀통해서 

공정힘과 자신감을제공합니다 명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게임 앨런스가질 맞으연 

을레이어에게 ‘니도 이킬 수 있껏어, 나도 해룰 수 있었!어.’et는 느낌을 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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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특성 - 경쟁과 보상 

그 다음이 경쟁과 보싱이에요 ‘애니양입니다. 2。,12년에 다들 미진 

듯이 했어요 진구틀 이격야 하니까 계측아이댐과하트틀 사연서 열심히 했죠. 

사실 모바일 게임이 돈을 버는 이유 증 하나가 경쟁 심리틀 유발해서 연금 구매틀 

유도한다는 점이에요 가끔 게임에 왜 돈을 섣냐는 얘기도 하는데 흑시 주우|에 

게임에 돈 쓰는 사림 있으세요? 얼마 정도 쓰셰요? 

짐여자 이백만원정도? 

이상우 있어요 전만원도옵니다. ‘e1니지H’ 나을때 게시만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동장 적금 꼈다.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줄시안하리는 내용이었죠 

아프리카 앙송보연 ‘e1니지 아이템 잉승합니다.” 하연서 훨기 상자 여는 앙송이 

있어요. 두시간 안에 몇 전안원 날리기도 해요. 뭐 여유가 있으연 쓸 수 있죠 

하루에 수익이 이전안원엑 생긴다고 하연 전 게임에 액안원엑 쓸 것 같아요. 

사람의 상항에 따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지룰맡 가지가 있는지 핀딘해서 강당맡 수 

있으연 쓰죠 하지안 폴기에 사업이 집중펀 건 인 중아요 이기고 우윌감을 느끼기 

위해 많은 사람이 경쟁을 업니다‘ 모바일 게임은소설 기능을 통해 경쟁을 더 

특화하연서 성공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이형게 적절한 정쟁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죠 하지믿 지나지연 

인중습니다. 진찌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일징 수준을 넘어가는 경쟁은 게임 

고유의 즐거율을 앗아겁니다 뭐든지 적당해야 풍죠 경쟁을 통해 사림들은보상을 

얻습니다. 승리했을 때 게임에서 주는 보상은 어떤 게 있나요?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믿좋은아이템이랴든지, 접수가 있고요 예전엔 스코어가보상이어서 

마지막에 유저 이름을 새겨췄죠 옛닐이| ‘터|트리스(Tetris)’ 같은 게임에서는 

한 판 깨연 아저씨가 나와서 흠을 쩌었어요 이런 즐거율을 보상으로 웠는데 요즘엔 

아이템이 대표적인 보상이죠 게임 안의 굉장에 가연 화려한 아이템을 많이 룰수 

있어요 일종의 영픔이죠‘나 이거 얻어 왔어, 보스울러졌어.’이런 거죠 .거기 갔다 

오셨어요?” 하연서 사림들이 줄어외 주고 내 성취틀 자랑맡수 있는 계기가 팀니다. 

보상이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물질적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잉니다‘ 동기 이른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신적인 보싱, 명예나 명핀 같은 

비물질적 보상이 더 큰 동기부여가된다고 해요.울힐적인 보싱은그 이상의 

물질적인 보상이 계옥주어지지 않으연 안촉을 못 한대요‘ 예틀 들어 윌급을 백만 

원 밭던 사람은 그걸로 양싱 만족하진 못합니다.그 사람은백만 원보다 더 높은 

보상이 주어져야만 거기서 안혹감을 느찔 수 있는데 그러연 몰이 없죠‘ 룰질적 

보상이 무한히 증가맡순 없으니 흰계가운명영니다‘ 근데 징잔이나 격려저럼 

계랑힐 수 없는 정신적인 보상은큰 성휘감을 주죠. 물질적으로 쌀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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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지가없어서 월샌 더오래머무를수있는동기가딩니다‘ 그런 게보상의 

기능이리알수있겠죠 

게임의 특성 - 스토리델링(Storyte”ing) 

그리고 이야기. 매우 많은 게임이 이야기를 접목영니다‘ 이야기를 

자용해서 유저의 사소한 앵동에 굉장히 큰 의미틀 부여합니다. 내가원대흰 성휘틀 

이뒀다‘ 서사시틀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여|요 게임 을레이는 사실 사소한 

클럭들이잖아요. 속징 ‘노가다’리고 영니다‘ 버튼을 계측클릭혜 몬스터틀 집는 

앵위의 연속이죠 담순 반록 작업인데 공주틀 구흰다든지 나e~틀 구흰다든지 

영웅이 펀다든지 하는 이야기로 포장되연서 내가 그혈싸안 행동을 하는 것저럼 

믿들어버리죠. 세상을 구하는영웅이 딩니다. 굉징히 놀러운 스토리의 힘이죠 

게임만이 아니랴 일싱에서도 많은부문에 이야기가 정목되연서 사림들에게 

뿌듯힘을 심어줄 수있어요‘ 이야기는 사소하고명범한삶을 용부하게 만듬니다. 

이야기는우리 사회 곳콧에 있고 사람들은 이야기틀을 소비하죠‘ 이건 예술작픔을 

김상하는관객에게도 적용돼요. 관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심어줄 건가. 나의 직픔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운 이야기틀 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해야하죠 

이야기 이른을 쏟 획자가 말of킬 모든 이야기는 여앵이리고 했어요. 

간담하게 소개하자연 특열한재주문이 놀랴운이야기틀 엄게 만드는 거 같지만 

구조를따지고보연 결국모든 이야기는 여앵이랴는 거여|요. 더 엉게 이야기하연 

어딘가에 갔다가 온 거 자체가 다 이야기에요‘ 어디 갔다가 다시 를아온 이야기. 

그게 여형이죠 우리 해외여앵 가잖아요?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게 여행이에요 

‘샌과 지히로’틀 떠을려보셰요. 어디 갔다7f, 다시 돋아오죠 여러룬이 재미있게 

웠던 영화들을 생각해보셰요. 어딘가이| 았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는 콧이 

새롭고 낯선 세계이고 그곳에서 어떤 성휘를이릅니다. 내가 성장하는 여러 가지 

경엄을 하죠‘ 갔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랴 인줄이 연해요 어디로 긴다는게, 어떤 

경계를 넘어ζH각고 표연알 수 있는데요. 울리적인 경계일 수 있지만 정신적인 

경계일 수도 있죠 이형게 새로운세계를 갔다가 연효i틀 경엄하고다시 돌아왔을 

때.그전의 나보다월샌 성숙흰 나로 변해있을 때. 비로소 히나으| 이야기가 

완성딩니다. 중은 작픔이러연 그런 정엄을 하게 인들어줘야 해요 

게임의 특성 - 목표 찌|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목표 게임은 언제나 구체적인 목표틀 제시합니다. 

목표를딩성하기 위해 을레이어가윌 해야하는지 자근자근 알려주죠 힐 만든 

게임은게이머가우|기틀 극록하고목표틀 달성일 수 있도록 디자인 합니다. 목표틀 

딩성하는과정 자져|가 멋진 이야기가 되도록꾸미죠. 믿악 연실에서 여러룬이 

조냉한다연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너무 멀리 있어서 다가가는 잉엄을 모르거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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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원서겠죠 그래서 게임에선 게이머가 맡 수있는 목표틀 정팍하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틀 살피왔는데요 사실 다 게임 이야기에요 게임은 

왜 이리 즐거운지에 대해 얘기였죠 공강하는 부분도, 공김 못 하는부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특성이에요.근데 계옥 연실을 대비시켜서 말을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저게 콕 게임안이 아니랴 무언가틀 흥미롭게 인들기 위해 

적절하게 들어가연 중지 않을까요. 그것이 직픔이건 우리의 심01든, 놀이가 되었든 

TV를보는 정엄이든 간에요. 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게임이 더 퍼져서 다른 

룬야이| 적용딛 수 있는 여지가 운영히 있습니다. 

여|슐 이전에 등장환 ‘놀이’ 

r호모 루덴스(H。m。 Ludens)」리는 책이 있습니다‘ 놀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했던 조기 저술 중에 히LfOll요 저자인 ‘요한하우|징하(」。han 

Huizinga)’는 인류의 모든 문화가 노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왔어요 보통 ‘호모 

사피엔스(H。m。 sapiens)’저럼 이름을 울이잖아요‘ 이 ‘루덴스’랴는 담어는 

랴틴어에서 왔어요 놀자,울레이랴는 의미에요. 즉호모 루덴스는 늘이하는 

인간이et는뜻입니다‘ 놀연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게 음악이 되고문학이 되고 

예솥이 되고 종교가 펀 거죠모든 인류문화의 근온에는 놀고자 하는 로망이 

있었다는 거여|요. 이 책은 서두부터 늘이가 문화보다 더 앙선다고얘기해요.보동 

노는 걸 표연맡 때 문화생횡이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리고스톱을 졌기 

때문에 문화가 안들어졌다는 거예요. 늘이가 먼저 존재혔다는 거죠‘ 문화의 하위 

엄주로 예술이 있는데 이 예술도 결국놀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다른 학자들도 비슷하게 말해요.쩌|의에서 연극으로J에서는 

인류의 예술, 특히 연극은 신들에게 용년을 기원하고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져|샤Oii서 시작했다고 영니다 제의형태가 예술로바뀌죠 서앙미술사를보연 

구석기 시대 때 동굴 억찍에확실측이 꽂혀있었다는얘기가 나오잖아요. 저|의 

가지가 운영히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런 게 아니랴 사냥에 대한 기원을 담아서 

그렀던 거죠 주술적인 의미에요. 

실져|로 져|사와 같은 앵사를했었어요. r시획j을 보연 ‘디티럼보스 

(Dithyramb。s)’나 ‘디오니소스 축제’를 얘기해요 시림들이 술에 휘해서 

신들에게 제사틀 지내는 행위들을 설명하고 연극의 조기, 원형적인 영태리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술은 제의 가지, 미적 가지, 전시 가지가 엄께 있었어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 자져|가 어떻게 보연 조기의 예술적인 형태였던 

거죠 시l!OI 지나연 지날수록어명게 됐겠어요?제의 가지는삐지고 미적 가지와 

전시 가지만 님겠죠. 이러연서 예슐가들이 문화딩니다‘ 

예전엔 그닝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술 먹고 제사틀 지내는 자져|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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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문화활동이었어요 작가와 관객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같이 즐기는 

축제의 개념이었죠 근데 어느 슨긴부터 제사는제사~I 전문적으로 지내요 

사실 종교도 거기서부터 점점 문화하죠. 영적인 능력이 중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신의 메시지를 전달힐니다. 연극도 같이 즐기다 무대가 안들어져요. 그리스의 

연극사를보연 관객이 있고무대가 있잖아요?이형게 신들에게 제사틀 지내는 

져|의 가지들이 사랴지연서 예술가와 관객이 구문딩니다. 전문적으로예술픔을 

믿드는 사람이 생겁니다. 공연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계증들이 생격요 그러연서 

예술의 생산지와 소비자가 룬리되었다는 개념으로 룰수 있어요‘ 오늘날도 계옥 

이어집니다. 

게임이지니고있는예술가지 

만익 대중이 디지텅 게임을 하연서 어떠연 예술적인 가지를느꼈다연 

미적 가지나 전시 가치를발견한 거죠‘ 여|틀 들어 게임의 그래픽이 중다. 사운드가 

중다. 그건 예술의 회화적인 즉연이나 음익적인 즉연으로 이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죄근의 게임은 문획이나 영화가 강던 서사의 역알끼지 소화해내요.문학, 

회획, 음의. 이런 것들이 종잉펀 게임을 예술이리고 룰수도있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건 게이머가직접 잠여혜 미를 정엄흰다는속성은 

예솥이 잃어버린 제의 가지와 당아있지 않나 해요 원래 우리가 짐여였었으나 

어느 슨간부터 예술과 룬리되었잖아요 근데 게임은 직접 잠여해 미적 가지틀 

느낀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술의 원형으로 돋아가는 얼±1가 아닌가 온랴인 게임을 

보연 원시 시대의 축제 같은 느임을 많이 밑거든요‘ 거|임은예슐가와 관객이 

룬리되기 이전의 세계로 되돋아가는 얼쇠가 윌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술과 게임의 어떤 교차지점을 잦아룰수도있겠죠. 닫슨히 게임이 그래픽이 

중고 이야기를 힐표언하고 강동을 주는 자원을 넘어서요. 매제 자체가 가진 짐여 

육성이 예술의 기본적인 짐여 흑성과 닿아있을 수 있겠죠. 

게임과여|울의지이 

근데 사실 ‘와, 정말 예술작픔이Ot.’싶은 게임이 적어요. 스토리가 너무 

중아서 이건 예술적인 경엄인데 하고 김동을 받을 순 있죠 하지믿 대부분 게임은 

시간 보내기의 성양이 강하고 상업적에요. 대지| 왜 그혈까. 왜 게임은 아직 예술의 

영역에 가지 못알~t. 왜 룬리 되었나 생각해왔어요. 저는 예술의 가징 큰특징이자 

깅점 중 하나는 연실을 직가의 관점으로 면집해 보여주는 점이리고 와요. 

많은 예술작픔은 연실을 반영하지만그낭보여주는 건 CCTV지 

예술이 아니죠 연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예술이 되진 않아요 어떤 

게 예술직픔일까요? 영화감독이 영화틀 믿들 때어떻게 만드나요?시나리오틀 

쓰고 εH영을 연 후 밀요없는 부분은다 버리죠 밀요한 부분들민 펀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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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화해요 떤집기술이죠그래서 조기 영호}는 예술작픔으로 보지 않지안 

떤집기슐이 생긴 다음의 영화는 독립된 예술작음으로인정믿습니다‘ 징연과 장연을 

배치해 의미를 안드는 기슐이 생겼으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떤집하느냐, 이것이 

직가관점이에요‘ 사실 내가연실에서 무엇을 보고 이컬 어떻게 재딘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중끼‘ 어떻게 하연 감각적으로 새롭게 더 다듬을자 사람들에게 새로운인식의 

지명을 열어훌끼. 고민하연서 연실 일부문을 면집하는 게 예술가의 역알이리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보는 핀짐이 예술가마다 다르고 잉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작픔 가지가 다르게 작동하죠‘ 영화가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밀요한 징연을 펀집해서 보여주는 것저럼요. 

그런데 게임은 직가에 의한 먼집이 룰가능하죠. 이게 제일 큰 연얼점이리고 

외요. 게임은 디자이너가 만든세계틀 그닝 을레이어에게 특 던져줍니다. 여기 

와서 뭔가틀 경엄해 보리고세계를 열어줘요 떤집된 세계가 아니리CCTV저럼 

특정 세계틀 동째로 던져주는 거여|요. 게임에 들어간 이상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이 먼집알 수도없죠 을례01하는 동안 다른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몰입힐 

수 있도록 앞서 말을드린 게임의 여러 특징을 얻용해 유도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게임 흑 앵동에 대해 생각 알 수없게 해요. 예틀 들어 게임에서 누군가틀 인중은 

잉엄으로 죽었을 때 회의감이 를거나자쩍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적이 또 

와요. 알리 다음 적을 울리져야해요. 계측어떤 목표를 이루고 다음으로니아가거| 

힐니다. 어떻게 보연 자기 자신을 반추하기 굉장히 어렵죠 영화,소설로 생각해보연 

잭징을 울들 시간이 없어요. 먼집하지 못하고 끝없이 재생이 가능인세계틀 동으로 

주기 때문에 게임은예술적으로 사유알 수 있는 공긴으로서 부적영하다는 얘기에요 

사실 이런 를입을 의도적으로유도하는 게임들도 있어요.그런 게임들이 

유의미한 명가를 맡기도 합니다. 특히 온러인 게임은 먼집 없이 연실으| 24시긴을 

픔겨놓아서 연실 시ζIOI 암이연 게임 ;도 암이에요‘ 연실 세계를록제해서 하나의 

세계로 픔져놓았을 뜸이죠‘ 떤집 과정이 없으니 예술로보기엔 어컵다는 게 져| 

생각입니다.울른온랴인 게임을 을레이하는 경엄 자져|가 예술일 수 있다고 주징일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떤이에요. 여|술적인 경엄을 힌다는 건 작가의 떤집 

때문에 새로운영역을 경엄하게 펀다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게임과 예술의 

중요한 자이점은 면집의 유무리고생각하고요. 

그 다음은를입으로 인해 거리 두기가 힘들어져요, ‘관조’리고도 하죠 

예술작픔은 보통 대상을 객관화시켜요 작픔을 김삼하고 평가하거나 내 경엄과 

빈주하고 교자해서 대입해보는 여러 가지 과정이 밀요흰데 게임에서는 이런 

거리 두기가 힘들죠. 그냥 계속 을레이를 유도하는 앙식 때문에요. 그래서 게임이 

예술인지 아닌지 저는 힐 모르겠어요. 어했건 게임이 예술적인 어띤 것이 되려연 

를입에서 벗어나서 관조알 수 있는 여유, 기회. 그런 것틀을 줘야하지 않나 

싱습니다‘ 울른 게임의 궁극적인 가지는 ‘재미’이긴 합니다. 상업게임은 더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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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형고요. 근데 예술은재미 이상의 가지돋 줘야지, 그닝 재미있다고여|숱은 

아니니까요. 흥미로운 정엄뿐아니리웃다보니 마지믹엔 눈률이 뇨H각.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아니연 감각적으로증격적이랴든지 시람의 김정을 좀 흔들어놓는 

게 필요연데 게임이 아직 거기까진 가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임도재미 

이상의 가지를제공맡 순있지만 아직끼진 수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짐여자 ‘트리을래닛(Treeplanet)’01랴는 게임은 게임 속 나무를 심어서 

키를니다‘ 게임이 몰나연 실제 사막에 나무틀 심어요 이런 부문에서 

예술적인 가지가 있지 않을끼요? 

이상우 그 부문에서는 ‘시리어스 게임(Serious Garn리’01εi는 영역도 있고, 

앵동을 유도힌다는 즉연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게임이 사람들의 중은 행동을 

유도해서 세상을 더 형록하게 만드는 운동이죠 하지민예술은 갱에인과 다릅니다. 

중은 일은 예술의 역일이 아닙니다.여|솥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특성 종의 

하나가 기존의 틀을 깨고인식을 새롭게 바꿔준다는 점이에요. 대부룬 캠페인은 

너무 직업니다‘ 여|술은 나쁜 것도 가강 없이 보여줄수 있어야 해요. 게임은 더 

픽장짙 수 있는 부분이지인, 예솥과의 접점에서는 조금 다른 지점이죠 

아직까진 게이머들은 계속 재미만 원하죠 예틀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죽으연 게임이 그냥 몰나버리연 어띨까요. 축으연 연실저럽 게임이 그냥 몰나요. 

게임기가폭발해버린다든지 줄이 닌다든지.그렇다연 싱업적으로 이 게임이 

필릴까요?안 밀리겠죠 극암적인 예지만, 예술적인 경엄을 위해 게임의 재미틀 

흔들어버리연 게이머들은 더 이싱 게임에 돈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건 싱업 게임의 

영역이 아니죠 싱업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려는 게임들, 인디 

게임이et는 징르가 존재해요 그래서 예술가의 개입이 밀요하죠 

대중들은그다지 새로운 컬 중아하지 않아요 대중들이 새로운 컬 

풍아하연 예술영획관이 늘 안석이 되고 CG</는 텅텅 비어야알 텐데, 그형지 않죠 

사람들은노동흰뒤에 힘든몸을 이을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액션 영화를보러 

겁니다‘ 인 그래도 연실이 시공장인데 예술 영화 보연 힘들잖아요. 영화관에서 

시공장 같은 내 자아틀 밑이들여야하죠 김기덕 영효밭 보연 나의 싫이 그대로 

있어서 룰펀하고 힘들죠 예술은 룰먼합니다. 

중은 예술일수록 후원이 몰나연 실제로 가서 나무를 심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인간의 주익하고어두운모습, 매일 일안하고 노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미주하연서 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의 역일이죠‘ 중은 것인 보여주연 

세상은 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게임 디렉터들이 예술적인 걸 믿들고 싱다연 유저들이 아무리 

반발하더러도 싱업적이지 않은 게임들을 적극적으로 민들고, 밀리는 것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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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엄하도록 만들어줘야해요 를혀|이틀 동해서 연실에 나무를 심는등 직접 

짐여해서 앵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다른 장르의 예술에서는어엽습니다‘ 짐여를 

통해서 새로운 경엄의 지명을 열어줄 수 있다연 예술적인 게임 흑은 게임적인 

예술이 될 수있을 거예요‘ 이에 대한 유저들의 반발은 ‘능동적인 을레이어의 

흰상Olet는 주제로 후에 다루겠습니다. 

여|슐적인 시도듣 환 게임 시려| 

이 사허| 연구는제 잭에 있는 내용 증 하나입니다. 잉서 언급한 ‘관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게임이에요‘ 2012년에 을레이스테이션으로 줄시되었어요. 

게임을 시작하연 사믹 같은곳에서 계측 빛만 따랴서 쭉 가다 보연 게임이 몰나요. 

3시간 정도 풍경이 계속 바꾸|연서 적도없고 음악도없고 가끔 바람만 울죠‘ 이 

Of립 사림저럼 생긴 캐릭터 한 명이 부직을 모으연서 앞으로 가는 구도자의 킬 

같은 게임이에요.종교져|엄저럼 재미보다 아름답고영적인 경엄을 줘요. 제가 

‘시적 게임’이리고 표언했는데, 일반적인 싱업 게임과 다른 맥락에서 제작되고 

소비된다는 의미에서 특영하다고 생각해서 소재로 가져왔습니다. 

‘저LI(」。urney)’는 기본적으로 굉양한 대지에서 흘로 구도자의 길을 

검는 게임입니다.특영히 쏘거나 부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여행자의 

모습을 담았어요. 임무도 없고 적도없고게임의 서술적 장치가 없죠 을레이어가 

01다음 무슨 미션을 해야 흰다는목표가 명팍하다는게임적 특성이 없어요. 

이야기가 있고 규칙이 있으며 목표가 있고 액슴을 통해 성징하는등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모두부재잉니다. 그런 상용이|서 게이머는 굉징히 낯선 느임을 

믿습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슈퍼마리오와는 다르죠 ‘버섯이 왜 인 나오지?’ 

ci‘;, 현-」뿔 

E침;뿔i킹표텍 -~점 -- 뀔뀔 
헝져등S 

b ‘2 
b 

• 시 이) 

얻인쩍잉게임의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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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각을 하연서 잉으로 갑니다. 이 서술적 징지의 부재는 게이머에게 연재 

싱황을 ‘수직적’으로관할하게 합니다. 게이머는게임을 진행해야힌다는깅악에서 

벗어나서 지금눈앞에 얼져진 풍경,주위의 소리에 좀 더 집중알 수 있죠 서슐적 

징지를죄소화흰 대신에 게이머가순간순간 마주하는 감각적인 부문을 극대찍한 

게임이리고 맡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게임은 시간이 지나연 지닐수록‘내가 마지믹에 엔딩을 

보|야겠다 이다음에 뭔가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듬니다. 

게이머는늘‘다음에 뭐 하지. 이컬 하연 이 아이템을얻을 수있겠구Lf.’하는 

생각을 하죠‘ 서사장치가 그걸 유도하고 스토리델칩이 그렁게 디자인되어있어요. 

혜스트 하나 몰나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랴연서 측 데려가죠 계흑해서 쿼l스트 

1,2,3이 주어지고 시간이 르르연 르를수록 목표지점을 양해서안 니아가고 이 

과정에서 행위는 자동화딩니다. 몹 사냥을 반록하는 수동적인 관객이 되는 것이죠 

관객을 정신없이 삐찌들어 보게 하는 맡리우드영찍의 서사구조가 

그형습니다. 액션과 이야기 구조를아주 틴탄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일어닐 사건이 

계속 궁금해요 영화를 따리가다 보연 엔딩에 디다르니 그 영확관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생각은 못 하는 것이죠 보동 시작하고 15룬안에 관객을 영호IOll 몰입시키지 

못하연 영확는 실때혔다고 영니다 의식을 완전히 작픔안에 가둬놓는 것이죠 

직픔에 삐져들어서 아무것도생각맡수 없게 믿들기 위해서 영§fe_k끼|서 

울도 다E죠. 일리우드 영화의 기온적인 요소인 환영 효고Y리고해요‘ 브레히트 

(Beπ。It Brecht)는 연극을 알 때 의도적으로 환영주의틀 째버려요 관객안테 말을 

컬어서 ‘이건 연극이다/. ?}메리다.’ 하고다보여줍니다‘ 요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미디들이 나와서 압을 얻어먹는 과정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아, 이건 

@쩍 현--→ 

핍혔繼 펌 핍 
e「;→

‘i 
b " "' 시긴(t) 

시쩍거l잉g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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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승이지‘’ 하고금앙 일 수있죠‘ 이런 것들을 브레히트가 많이 시도했습니다. 

일빈적인 게임이 영확와 같다연 저니 같은 게임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의식의 르름이 목표지점으로 가지 않아도 딩니다.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이 

명싱저럼 주우|의 흥경과 같이 아주 사소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행동 

자체에 의식이 집중되죠 자동화의 잉양이 달랴지죠 게임 진앵 자져|가 그다지 

어염지 않아요. 직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안하연 돼요.앞으로 나아가는앵우|가 

자동화되고 의식의 흐를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티나게 되죠 그런 자이가 

있어요. 자세한 건 저니의 영상을 보시연 풍을 것 같습니다‘ 

‘게임의 재생산’이 안든 수동적 을레이어 

보통 우리가 능동적인 게이머, 수동적인 시정자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조기의 게임과지금의 디지텅 게임이 많이 딜리졌3ε 과연 연재 게이머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도틀 하연서 적극적으로 게임을 즐기는가이| 대한 의문이 

있어요. 대부문 게임은 상업적 액릭으로 생성된 일종의 문화~겁입니다. 70년에 

용이 민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게임은 상업적 액럭에서 생산, 재생산되연서 

시장을키원왔죠 

‘아도르노(Ad。rn。)’가 쏟 t계몽의 연종업」이|서 .문확싱업은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 기존의 예술작픔을 모두 동일한 잉식으로 재생산하며, 이런 것에 

지속적으로 노줄된 대중은 결국 동일성에 힘몰펀 인l!OI 되고 만다.”고 

이야기힐니다. 모두가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20세기에 가장 우울한 저서 증 하나로, 나지 독일이 왜 만들어졌는가이| 

대흰 의문에서 시작펀 잭입니다. 독일 사림이 바보일까요? 아니죠 아도르노는 

히틀러가등장하고 모두가 정도돼서 유태인을 액살하고 전쟁까지 일어난 끔찍한 

일틀을 어떻게 저지르게 된 건지 고민하다가 대중예술이 사림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잉니다‘ 원영주의에 입각한 영화저럼 사람을 를입시키고삐찌들게 

하는 것을 지욕해서 보연, 시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핀담알수 있는 

역랑이 부족해지고 결국 맹목적으로 바뀌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럼 말을 무직정 띠르게 되는 연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은 비슷한 

것들을 계속 재생산힘으로써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요 왜냐연 대링생~K>I 

되어야 생산비가 덜 들고 영샌 더 많은 이익을 취맡수 있기 때문이겠3ε 

걸과적으로 대중은 동일성에 힘몰펀 인l.K>I 되고 맙니다. 아도르노는예전에 

문회예슐직픔에 대해서 문화~겁Olet는 용어틀 사용였고,오늘닐 디지털 게임에도 

그대로적용이딩니다‘ 

게임효|사들은 이미 시g뼈|서 성공한 게임을 가져와서 동일한 앙식으로 

재생산힐니다. 그게 면하거든요. 유저들을 다시 학슴시일 밀요가없이 이미 

알고 있는 문업에 기빈을 둬서 게임을 제작하연 되니까 비용적인 즉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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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되고 게임으로 유입시키는 과정도 떤해지죠 생산자푼 아니랴 소비자들도 

역시 재생산펀 동일성을 원해요.획슴 과정을 죄소확맡수 있고 엉게 그전에 하던 

게임의 문업에 기반을 둬서 진입일 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의 독장성은 

익숙힘의 엄위 내에서안 이뤄지죠 마지 기존의 예술직픔을 동일한 잉식으로 계속 

재생산하는 것저럼 게임도문화~겁이고 자온에 예측된 이싱 그운명을 피해 킬 

수 없습니다. 아주위운 사례에요. 똑같은률을 인들어놓고 그열 계속 동일성을 

반록하연서 재생산하는 과정이죠‘ 스파이더밴 1,2,3 저럼요 애니앙, 캔디크러시, 

퍼즐앤드래곤 모두 다 개념은 똑같아요. 보석을 터뜨리는 로직을 연영시켜서 

새로운게임인 것저럼 만들어낸 게임들이죠 실져|로 대중은 똑같은게임인데도 

룰구하고 굉장히 즐겁게 소비하죠 오히려 똑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더묵 

엉게 즐기고 더묵 소비하게 딩니다. 게임의 생산구조 내에서는 새로율이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굉징히 적어요‘ 새로운 컬 배워서 게임을 다시 시작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정팍히 맞아띨어지연서 

동일한 게임 생산이 지욕딩니다‘ 

이도르노는 ‘문화산업은 전져|보다 부문에 집작힌다.’고 밀압니다‘ 굉장한 

엘리트였던 이도르노는 예술직픔에는 구조적으로 완억언 이싱양의 영태가 있고, 

그 형태에 맞춰서 전체의 균형과 조확 내에서 작픔을 이해하고해석하고 즐겨야 

하며, 그것을 갖줘야 좋은 예술작픔이랴고생각혔어요. 그런데 이 싱업적인 

문화산업, 예숱에 기생하는 문화산업들은 전체적인 조회와 군영의 원리보다는 

부분적인 혜김, 쾌락안 있죠. 즉각적인 리듬인 계속 반록해서 쾌감을 만들어내는 

콘텐즈를 요즘으로 비유하연 후크송(H。。ks。n밍이죠 아도르노는 감미로운 

개얼 효과, 개별적인 색채, 개얼적인 심리 등 부룬적인 것을 깅조하연서 거기서 

즐거율을 흠이내는 ~겁을 문화~겁이랴고 왔습니다‘ 

게임에 이 원리틀 적용하연 ‘부룬’은 장링 터지는 효과음, 타역강 같은 

것들이죠 아주 사소한요소지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림이 많죠또는 레옐업 

(level-up)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부룬적인 즐거울의 영역에 ;혜요. 특히 이 

레영업 시스템은 부룬적인 요소를 반록엄으로써 울레이 시긴을 비악적으로 

늘리는데 기여해요. 게임 콘텐즈 자져|가 노가다의 반록, 파밍(Farm in밍의 

반목인데, 게임 전져|의 즐거를이 되는 연상이 발생하죠 게임 제작사 입장에서는 

맴(Map)을 직게 만들어놓고 사낭만 하게 믿들연 리소스가 줄어듬니다 엄을 

대규모로 안들고 여러 가지 경엄을 알 수 있게 져|직하지 않아도 되니 제작비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디자인도 소수안 하연 되고, 작은 업에서 혜영업만 

반복하도록 민들어요. 아이댐만확률적으로뜨게 해두연 유저는 물명룰만 없이 

중은 아이템이 나을때까지 을레이합니다. 컬국, 이 안에서 반록은 익숙힘이 되고 

익숙힘은수동성으로 이어집니다‘ 니중에는 업 인에서 아이템을 마밍하는 것도 

지겨원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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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 게임에 많이 들어가 있는 자동사닝이 등징합니다. 자동사냥을 

돋려놓고구경하거나 구경도안하고 다른 거 하죠. 아니연 좋은아이템 나을 

때까지 계정을 여러 개 돋려요 RPG보다는 바다 이야기 같은 노가다 게임에 

가낌습니다. 자동전투는 결국수동성의 극딘에서 개발사와 을레이어의 욕망을 

동시에 증족시키는 존재예요 개발사는 리소스를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요 

유저는 울펀하지 않고 번거톨지 않게 혀|옐틀 을린다는 만족감을 휘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게임이 직동하죠 안일 두 욕밍이 맞울러지 않았다연 모바일 게임이 

이형게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바일 게임이 수익을 내고있고, 잉으로도 시~I 

커진다는 것은어두운 욕망이 상호간에 모종의 계약관계를질 맺고 있다는 것이죠 

수동적 g레이어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 

을레이어가수동적으로동일하게 빈복하는 연상 증 하나가 ‘머|타 

(Meta)’입니다. 거시적인 분석 데이티틀 토대로 게임 을레이 정양이 연화하는 

것인데, ‘틀(League 。fLegends)’같은 특정 게임 분야에서 많이 쓰여요‘ 

모든 사람이 다 대셰 캐릭터안 쓰는 을레이를 메타 를헤이랴고 해요 승매가 

중요한 게임일수록 메타가 굉장히 중요혜요. 다른 컬 쓰연 이길 획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게임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똑같은을레이안 해요. 그 캐릭터가가징 

강허니끼요. 게임의 다잉성은 사랴집니다. 승때에 사람들이 민김하게 빈응하고 

경쟁이 극대찍되니까결국은동일성안 님죠 다수의 사림이 이미 검증된 안전한 

조업을 선택하고, 초|적회된 전릭은 픽일화펀 을레이가 되고 모두가 똑같은 

을레이를하게되죠. 

연실에서 노동하는 을레이어도 있죠 연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휴식시a써| 

가끔 게임을 하는 사림들은새로운 컬 획슬하기가 엉지 않고 그믿큼 익숙한 것에 

기댈 수법에 없습니다 힘들게 노동 연장에서 일하고 굳이 독립영효밭 보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게임의 생산 메커니즘에 메타 를레이가 반영되연서 게임 ~겁의 

동일성 체계를 더특굳건하게 만듬니다. 리니지 엄을 보연 연실에서 돈을 열심히 

멀어서 그 돈을 모바일 게임에 그대로쓰는 사람들이 대부문이에요. 이 통일성의 

세계 측에서 게임 를레이는 점점 기계적으로 바겁니다‘ 

정리하자연, 게임 g헤이가 담순히 자본주의 상픔이 아니러 문화적인 

실전으로, 내 심을 바꾸고 예술적인 경엄을 주는존재가되기 위해서는 자동사닝을 

돋려두고 가만히 있는 행위는 아니어야 영니다‘ 게임 인에서 뭔가 다른 경엄, 새로운 

즐거율을 능동적으로 잦아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이져| 수동적인 을레이어가 

아니러 능동적인 을레이어로소비자부터 바뀌어야 알 밀요가 있어요.생산자와 

소비자가힘께 바뀌지 않으연 해결되기 어려운부분입니다. 게임은주어진 규칙 

인에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으로새로운 경엄을 징직해내는 경엄이기도 

하죠 그러연 장을 많이 얼어줄 수 있는게임 미디어가 앞으로는개발되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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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요. 안일 싱업적 맥락에서 울가능하다연 예술가들이 개발을 배원서 그런 

시도틀을 해나가야 좀 더 게임의 저변이 냉어지지 않겠습니까. 

«Pixel 。nCanvas - 미슐로 보는 게임의 역사· 전시회 소개 

2011년도에 게임의 역사이| 있어서 중요한 게임틀을 40여 개를 훌아 

기픽안 전시입니다. 1962년도 작음부터 소설 게임이 유g한 2。10년까지 40여 

개의 의미 있는 작픔을 폴아서 화가들에게 게임의 의미틀을 전달허|주고 자신민의 

스타일로그런 마흘 직픔을 전시혔어요. 

이 작픔은 디지털 핀회로, 비앵기 두 대가 서로쏘는 게임인 스쩨이스 

워틀 디지틸로 작업했습니다. 작픔의 크기가 굉징히 커요. 동키 콩을 작업인 

직픔은구도가재미있죠 고렬타로 직업을 많이 하시던 문이어서 자기 스타일대로 

표연을 해주셨어요 한국확하시는 문이 떡댁한 을록을 싱상하게 되는 테트리스에 

사군자를 같이 그려서 다른 이미지로 직업해주셨습니다. ‘마징7f'랴는 작음으로 

유명한 ‘힐스 장이 직업한젤다의 전설입니다 흑백 영확관에서 영화 보는 

느낌이죠 돔을 표연한 작픔에서 게임 돔과 다른 점이 뭔가요? 거꾸로 역전된 

글씨를통해 일 수있듯모니터 바깥에서 온룰입니다. 게임 안에서 바깥을 

온 둠의 장연을 표연혔어요‘ 흰국화 작가문이 DDR은화살표에 영감을 받아 

직업하셨습니다 ‘01코(Ito。)’εi는 직픔은두 개로 룬리돼요‘ 게임 자체가 여자진구 

손잡고다니연서 하는 게임이에요. 두 개의 작픔을 히나로 줄여서 전시하연서도 

개열로마지 커를 반지저럼 영어뜨릴 수 있게 작업을 하셨어요. 

게임과여|술의안남 

게임의 역사, 게임의 일반적인 특성들, 게임과 예술의 유사점과자이점, 

모바일 게임 흰경에서 앙산되는 수동적 을레이어의 원인과 이러한연상을 

긍정적인 앙힘/예숱적인 앙g으로 지환하려연 어떠한 노력이 일요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게임적인 속성을 작픔에 응용한다연 관객의 행동을 이을어내는 기폭제가 

윌 수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룬들은 게임 개발을 배우셔서 전자영태의 

직픔틀을 만들수 있다연 조금 더 의미 있는 작픔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중은 률이 많이 나와서 예전저럼 어렵지 않아요 관심이 있으시연 아직 

젊으시니까 룰을 배우셔서 직픔을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게 믿들 수 있는 

즉연에 관심을 두시연 중을 것 같습니다‘ 저|가 소개했던 것저럽 게임 자져|가 마지 

‘바람과 힘께 사랴지다’ 같은 작픔들저럼 우리의 기억 ;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러한 즉연에서 게임은 예술적인 소재로 증룬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작업과 게임들이 어떻게 안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연 풍을 거 같아요. 

다음 진앵은 강지웅님께서 믿아주시갱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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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예술인가? 

강지웅 네, 강지용입니다‘ 성우님께서 오늘 전해주신 이야기들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게 저의 역알인 것 같습니다 기온적인 이야기 몇 가지 간딘하게 밀음드러고, 

질문이나 다른 의건틀을 나누고 마무리하연 어떨까 싱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해서 다른 액럭에서 게임과예울이랴는 키원드에 

관심이 있어요. 그 중 하나로꺼|임은 예술인가‘’리고 하는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을 어려서부터 흑은 지금이러도 자연스럽게 가낌게 지내고 

계신 문과 아닌 문에 따랴서 답변이 다틀 것 갈아요 특히 이 자리에서 게임은 

예술인기et는 질문에 대한 딩들이 어일지 궁금영니다‘ 짐석자룬들께서는 게임에 

대흰 호기심이나 관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세션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싱어요. 명확하게 컬른이 나지 않는 이 질문은 사실 우문이기도 하죠 게임이 

예술인기et는 질문에 영쾌하게 답한다고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울구하고 게임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게임은 예술인가이|서 

껴|임은예술이다.’리는문장을 일요로 합니다. 게임이 예술로 인정을 

믿아야 사회적인 지위도 나아지고혜택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죄근 

이스포즈(Esp。rts)가 ~겁적으로 픽대되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10년 안에 

이이즐 급의 인기를얻는 이스포즈 션수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쩨이커랴는 

선수는 세계적으로 유영하고돈도많이 버는데, 얼굴안힐생졌으연 더 힐 되었을 

텐데 하는 관계자의 얘기도 있어요(웃음). 

이스포즈관계자들은 이스포즈가 스포즈로 대우를 받길 원해요.그러연 

어떤 점이 좀나Of질까요? 이스포즈국제 대회에서 1등을 맡 경우엔 연금 

혜택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도 연재 이스포즈 선수들이 연예 관련 비자를 받는데 

스포즈가된다연 운동선수 비자를믿게 되어서 줄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인정적인 혜택이 생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임이 예술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떤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생각혜를 

민흰 관심이 있는가리고 하는 건 또 다르죠 게임을 중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을 예술이리고 생각하냐고 를어보연 문우|기가 곧힐 자가원지곤 하거든요 

왜냐하연 가엽게 얘기하긴 어려운주제니까요. 

이 질문은 계측 따랴다닐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게임이 예술이리고 

선언알 순 없지만 게임의 예술적인 가능성, 게임의 예술적인 연모 내지는우리가 

예솥이et는 담어틀 접혔을 때 떠오르는 고상안 느낌을 게임에서도 일건하고자 

하거나, 발건하거나, 알건혜를 수 있지 않을까랴는 호의적인 태도들은분명히 

늘어나는중입니다. 

284 은확쩍 잉엉으증시의 끼|잉g예01- ‘들응쩍 !IOI이어’•f는영상 



게임과여|술의관계 

크게 게임과 예술의 관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게임을 예술의 소재나 도구로 다룬 작업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관계리 맡수 

있겠죠‘ 게임의 테크놀로지적인 걸 수용하거나 자용한 것들. 극딘적으로는 코딩을 

익혀서 예술직업을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태섯’그퉁이랴고 하는 사운드 미디어 아트팀이 있는데요. 이 팀은 게임의 

소재나 잉식들을 자신들의 직업에 반영하고 있어요. 6명의 직업자가 앙아서 

테트리스틀 힐니다. 테트리스를 하는영싱이 확연에 띄워지고요.그다음에 소리가 

나융니다 게임이 진앵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랜덤하게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섯 명의 직업자들은 각자 테트리스틀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음익01 만들어지는 셈이죠 게임을 중아하는문들은 

보시연서 여러 가지의 게임 이름을 떠을리기도 하실 거예요. 어떤 연에서는 

‘그래, 게임이 여기끼지 왔네‘’ 하기도 하지믿 어떤 연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야? 

게임이Ot, 예슐이야?’리고 하는 의문이 남기도 하죠 이 워크슐에서는이 작업에 

가장관심이있으시지 않을까앙니다. 

제가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거|임에 영감을 

믿아 이뤄지는 장작 작업입니다‘자동사닝을 이야기하연서 밀음하산 리니지는 

여러 가지로 연국 게임계에서 상징적인 게임이죠 리니지로 인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려|로 ‘바즈 해앙전쟁’이 있죠 

명엄한 유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부족한아이템과 낮은 레영로 계속 

인해전술을 멸져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때거리를 이루어서 서버에서 마구 쪽정을 

일삼던 무리를몰아냈던 적이 있었습니다.춧룰시우|에 비교맡수도있고요. 이러한 

드러마틱흰 이야기가 게임사가 의도하지 않고게이머들끼리 안들어낸 이야기리는 

점에서 흥미톨기도 힐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몇 가지 소설잭들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 자져|를소설화한r바즈 히스토리Of., 아이디어틀자용하여 쓴t유형씨| 

대표적입니다‘ MM。RPG랴는 징르기얻말해지연서 스토리델링 핵문이 많은 

영감을 믿게 딩니다‘ 이것을 정러한잭 증 가징 읽기 좋은잭은‘이인효Y님이 

쓰셨습니다. 류컬균 교수님이죠 가장 g으연서 이 에피소드를 가장 압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어띤 의의가 있는지 설영합니다. 한장 한국에서 온러인게임이 

성장알 때 디지텅 스토리델링 관점으로게임을 여러 가지 해석했던 문이긴 잉니다‘ 

이상우 저는 그문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정리허|도 재미있을 것 같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악 흥미로워서인지 경기도 미술관에서 

K바즈혁영·전Olet는 이름으로여러 일러스트들을 전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책이나 전시와 같은 직업이 이루어지연서 ‘게임에 예술적인 즉연이 

있는가, 게임이 여기끼지 왔는가.’ 하는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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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언의 샤에호,예훌쩍인 게엉들이 잉죠게임을하시는 룬이다얻 찍져기 

용는 인잉게엉이있으혈 겁니다 꺼영펙예술의 관져예 영어셔 누긍기의 힐예셰 이건 
내 연생게잉이이혀고흘을 정도연 그 게임은어연 연예서건 예슐적인 언여 있다고 

외야하져 입을m리는 후싱찍이고애매모호안의견을 많이이야기혜요 이터힌 셰 

가지의 정근들로 깨g괴 얘융의 를:>11얘 관혜 얘기해를수 잉진 앙을nt g니다. 

톡특안 시도틀 히는 인디게임들 

한힘으로e 게임률 안드는 시람의 입장에서,특히 인디게임이타를 
룬류 인에서 여러 카지 에밍들, 시도들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안국에서도 그 

중 일부틀 추려셔 시연과 이야기를 하는 실엄 게임 떼스티영을 개효|하고 있죠 

을해에도 지난쭈 후밀예 ‘이웃 오E엔댁스)~。따。f lnde샤리고 하는게임 
메스티열이 있었.니다 를애호 5언빼 앵샤이고 흘떼이지얘 들어가시잉 여러 

가지 자료링 엉상흘률보의 수 있어요.지도 죄근에 이 앵사를 알게 되어셔 율에 

다녀왔는예 12깨 정도의 깨잉여 소게되었슴니다. 

지틀 가정 흩엉게 g었던 .엄을 소끼예드리윈 ‘You Must Be 18 。.
O닝ert。 당>ter'다논 게임이예R. B금 샤이트에 들어갈예 나오는용정이죠 이 

제엉은 ~응 응틴률을 를 .힘을 그리는 게임이예요.예정예는 정확션응 용에서 
인터넷을 연lU!었e빼 획도가 대딛허 느렸어요. PC 통신 사기예는 그 흑도 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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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바이트틀 1조에 전승했는더|, 보통 우리가갱저한 파일 크기의 이미지를 

보려연 5룬 정도의 시간이 밀요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엔 여러 가지 장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g을 하연서 굉징히 느리게 보이는음란흰 이미지들을 보는 

싱항인데요. 게임의 표연적으로는 집에 아무도 없는 싱태에서 사이트의 영상을 

보는 동안 게이머를놀리게 하는 상황들이 멀어집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선빈에서 잭이 떨어지거나 징가에서 자가지나가거나 해서 놀러게 

하는 게 표연적인 재미인데요 

부자적인 재미는화연이 뒤에서 룰수록 이미지가 더 선명하거|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이 게임을시연알때에는모니터 앞에서 게임하는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보다 뒤에서 필정을 끼고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더 선영하게 이미지가 

보이죠‘ 이 연줄이 예술적이자 실엄적인 즉연이리고 맡수 있죠 

게임 제직자나 선정한사람들이 설영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지점은 모댐으로온랴인에 접욕알 때 나오는 접흑 연걸음이에요. 이 

경엄이 있는 사람이 게임을 을레이알 때 이 소리를듣는 것부터 이미 게임이 

설명하는모든 것들에 진입흰다고생각잉니다‘ 이 소리에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듣고 나서 게임을 하더랴도, 이 소리는 여|전에 모댐으로 온러인에 접속딛 때 

들었던 그 소리죠 게임이 준비해둔모든 경엄을 일종의 과거 기억을 들주는 

마음으로 접해룰 수있다는 점에서 제공하는즐거울 흑은예숱적인 즉연이 

보이지 않나 생각을 업니다 이런 점들은여러 가지 싱업적인 연2f는 거리가 언 

부문이에요. 실져|로 핀•H 중이진 않고, 흩쩨이지에 들어가시연 윈도우용에 흰해서 

다운로드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안이 지닐 수 있는 여|슐적인 특성 

드래곤틀을VR로 한다연 어떨까요? 고개를 숙이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회연을 룰 수 있고, 슨에다가 카드틀 률이연 에네르기 마를 직접 올 수 있는 

것이죠VR을 써보신 문은아시겠지만하늘을 나는 것도 영상으로보연 재미없을 

것 같지믿 내 눈을 직접 속이는 상항에서는떠 있는 느낌이 들3ε드래곤틀을 

읽으연서 이 정엄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꿀을 꿨던 누군가는 이VR 징비를 

사용하연 가징 해보고 싱었던 경엄을 해룰 수 있죠‘ 

게임과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거나 비유맡 때 예술을 기준에 두고 

게임을 바랴보는 경엄들이 많습니다.여|슐은 많이 오래된 장르의 형식이니믿큼 

징작자와관림자가 구룬되었~ 하지안VR 같은 경우는 그 정계가모호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직자의 의도에 대해 거리를두고바랴보고 해석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고 경엄 자체틀 제공하니까요‘ 더묵 직접적인 메시지틀 

전달알 수도 있고 관객을 연흑하는 새로운 기엄들도 안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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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정우에는 시각을 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킥들을 건드리기도 하죠. 

만일 져|직사가 구입한 사람을 모두모아서 시정 굉장에 모아서 대규모 

‘전하제일 무도회’나 'WWF’의 ‘로일럼들(~。val Rumble)’저럼 온a엔 

게임 공성전을 연다연 어일까요? 이것은 게임을 즐기는 앵사일까요. 거|임 

퍼포먼스일까요?잉으로 다양흰자원들이 써톨게 열리지 않을까요? 

이상우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밀요한 것 종의 하나가 잉여러고생각힐니다. 

물밀요한 것. 쓸데없는 것에 의미를부여하고 즐거율을 느끼는 것이 예울의 

일종이 아닐까요.여|술의 유래로 여러 가지 기원이 있지만 먹고 살고 남는 시ζ써| 

잉여로운 것을 해소맡수 없어서 그냥 하나씩 뭔가 해보는 게 시작 아니었을까해요. 

흥얼거리거Lf, 글을 쓰는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오랜 시간 썽여오연서 

정교해지고 문엽이 믿들어지고 규획이 생기연서 예슐이 고싱연 존재가 펀 것이죠 

룰른 그것도 의미 있지만 쉴연서 굉장히 잉여로운 뭔가에 얼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의미틀 잦고 그런 게 시작짐이 아니었나 싶어요. 

게임 역시 잉여톨고 쏠데없는 g동일 수있겠죠 모든게임이 돈을 얼어다 

주는 앵위는 아니잖아요. 비용을 쓰고 시긴을 써서 즐거율을 얻는 것이죠. 픽팍안 

심을 더 의미 있게 인들어주는 것이고그 지점에서 게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겉습니다 예술이 저음시작했던 시점과 게임이 닿아있기도 하죠 특별한의미틀 

부여해서 예숱적인 것을 만들어도 풍겠지인 사소하지믿 즐거운 경엄을 새톨게 해줄 

기회틀 많이 주는 것도 지금의 디지텅 게임이 알 수 있는영역 증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흑시 뭐 질문이나얘기하고 싱은 거 있으시연 자유톨게 얘기해주시연 

풍을것같아요. 

짐여자 저는 게임 룬야의 전문가시니까 게임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실 것이리고생각했어요‘ 저는 미디어 아트 직업을 

중아하고, 거|임과 관련된 실엄들에 대해서도관심이 많거든요. 예술도질 

모르고 게임도 질 모르지만 게임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틀 

하고 있어요. 게임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긍정적으로 명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상우 상업적인 게임의 영역이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그 부문을 깨거나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예술로 가기에는어업지 않나 싶어요. 저|가 예슐에 대한 기준점이 

높기도 영니다‘ 하지만 극암적인 예이지만 적어도 계옥 상자를 를으연서 쾌감을 

느끼는 게 예술적인 정엄은아니죠 저는이러한즉연에서 부정적으로 보지안 

미디어 아트와 힘께 보자연 게임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앵거나 

게임은 실Of남있고 미디어 이트는게임만큼 활성화되진 않은 것 같Of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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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형지만 여전히 예술적인 형태로서의 완성도는아직 부촉하거나 갈 

질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슐적으로는 완성되어있지만 문화, H'겁, 자본적인 

맥락에서의 효!계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룰려있죠 모든 예술이 그형듯이 

회확인들이나 뮤지컬인들, 다른 장르랴도 실엄적인 작업을 하연 상업적으로 

가긴 엄듬니다 직업을 지숙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가에서도 문확재딘과 링은 

센터들이 지어지는 것에는이유가 있죠. 여|술 자져|로서 자생력을 갖고 예술가들이 

생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암는 거잖아요? 예틀 들어서 

인디게임을 지원해주는 국가 기금이 있다연 증분히 예술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외요‘ 룰른 그 자금이 개빌사이|서 나오연 더 좋지만 개발사 사장들이나 

흑은 주주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줄음표3ε 

강지웅 저는 상우님보다는 긍정적인 것 겉아요‘ 싱우님꺼서 아마 국내의 

게임사를 힐 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히 흰국의 게임H'겁과 문찍는 

절망스럽기 때문에 한국 게임에 흰정했을 때는 회의적이에요.그렇지만 눈을 

돋려서 해외 게임들을 보연 말을하신 예술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시도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런 연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게임의 

내용이나 게임에 실존하는 정엄들등 게임이et는 앙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겉다는 것이에요.여기 계신 문들의 세대나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는게임을 하는 정엄 자체가 낯설진 않죠 

‘져|인 액고니컬(」ane McGonigal)’01 게임이리는 상황에 주목흰 

디자이너인데요 온리인 게임에 경엄을 사진 사람들은그형지 않은 사람보다 

연실에서 더 많은 능력을 발후|알 수 있다는주장을 밀어률이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야기 하연서 여러 공격을 받고 있지만, 게임적인 부문을 자용흰 

예술작음틀을 이해하고 즐질인한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영니다. 

Of:까 말을드었던 태섯그틀의 ‘Game 。ven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직업에 뭐가 담겨있는지를들여다보고이해해보려고 

하연서 즐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될 거et는 점에서는 일종의 게임과 예술의 관계가 

가까원지지 않을까 싱고요. 

두 번째는 초|근 미국여러 벅룰E뻐|서는 게임 소장직업을 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나온 슈퍼마리오팩 같은 것들을 소장해요 근온적으로 따지연 파일로 

구알 수 있기 때문에 그팩을 소장하는 게 무슨 가지가 있을끼 싶죠?억울관은 

이형게 설명힐니다 • • 이 팩을 가지고 30년 전에 많은 사람이 놀았던 건 사실이다‘ 

이 팩을 우리가 소징힘으로써 그 시간을 보관하는 셈이다 •• 한국에서 게임을 

중아하는 사럼에게는 강동을 주는 말이죠 한국의 비루흰 이 연실 때문에요. 

그럼에도 게임에 많은 시건을 쏟고 있고 게임을 즐컸던 경엄을 가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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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연재 예술적인 가능성을 아주 크게 기대하긴 

어염지믿그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져나고 있다. 그러고없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의 흘씨 정도는있지 않나 싶긴 힐니다‘ 

짐여자1 저는 산업디자인을 공부하고있는 획생인데 돈에 대한생각에 많이 

공김합니다‘ 산업디자인은예술보다 싱업적으로 느껴져서요‘ 저|가 

학과프로젝트 중에 간담하게 모바일 게임을 디자인했었어요. 유기건 

센터에 잉문해서 조사한 다음, 이것을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좀 더 슨윌게 

접근시켜주고 유기건 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힐 수 있을까 

해서 모바일 게임을 디자인했거든요. 좀 더 펀하고 가깝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질 수 있게끔 강아지를키우는 담순한 게임으로 애직을 심어주도록 

결2f틀을 제줄했었어요. 중은 접수를믿을 수는 있었는데 그때들었던 

부정적인 명가가하나 있어요. 다른 팀들은그컬 시각적으로 흥보를 

하거나 예술적으로 접목해서 혔는데 게임은 재미틀 유도해서 앵우|를 

유발해야 허잖아요.그걸 달성알 순있지믿예슬적인 부분보다는 

강아지를입앙시키겠다는 상업적 목표가 크다는얘기를 쨌거든요 이건 

강의틀 들으연서 제가 계욕 고민한 것 겉아요‘ 

강지웅 용기틀 가지세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으연 해요‘ 

짐여자1 예술 쪽을 더 배우고 접목하고 싱은데 이직 배운 게 없어서 그런 한계를 

느껴서요‘ 

이싱우 예술의 목g지틀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한 것 겉아요. 루이뷔동에서 

전시회도 하지 않나요? 자신이 디자인한 제픔들을 전시하는 것을 저는 예술이리고 

외요. 져|가 계옥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것저럼 보이지만 특정 분야에서 

그형습니다.그 목표지점을 어디로 집느냐가 중요흰 것 같아요. 상업적인 디자인도 

역사성이 있으연 당연히 예술적인 가지를 가힐 수 있죠 단순히 돈을 영기 위해 

기앙을 많이 만들어서 전시혔다연 그것을 예슐이리고보긴 어엽겠지안 루이뷔통 

링은 경우엔 오랜 역사가 있고 자기들이 추구혔던 가치를꾸준하게 작픔에 

투영하죠 여행이ef는 가지틀제픔에 녹여 넣고일정한 정체성을 가지연서 수많은 

사링에게 어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싱업적인 디자인 져|픔들까지도 

예술적으로 룰수 있다고 몹니다‘ 

물른 예술적인 짓대를 늪고엄격하게 둔다연 예술이 아니리고 알 수도 

있갱지믿 기준점을 어디에 집느냐에 띠러 명가가 다틀 수있을 것 같고오히려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겁디자인이 더 유리한 즉연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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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요‘ 애틀의 아이폰이 얼마나 뛰어난예술직픔이에요. 저는 인간의 모든 

앵동을 다 인터메이스로 디자인해서 그걸 경엄화하는 죄고의 예술픔이리고 

생각해요 아이폰을 Et슨히 공산픔으로 보는 사림도 있고 인류의 심을 바꾼 

직픔으로보는 사람도 있죠 기준짐이 다르죠 

강지웅 모바일 게임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때턴회된 게임 제작을 하는 

게임사들과 그매턴효}된 게임에서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 게이머들의 관계가 

대다수인 것은 사실이죠 그중에서도 새로운 경엄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f풋오브인댁스처럼 실엄적인 게임을 안드는 사림들은 

겉보기에는 맨해 보이는 게임이지믿 조직 자져|에서 허틀 찌르는요소를 일부러 

믿들기도 해요. 흰국 같은 싱팡이러연 허돋 찌르고 어떤 조작을 하게 랬을 

경우엔 ‘이게 뭐야l 재미없어l’리고 맡 텐데 호기심을 가지고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요소일 수 있3ε 이런 부문을 재미있게 즐격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밭으신 코멘트 같은 경우에 의문이 드는데요. 코멘트해주신 

문이 모바일 게임으로 표연혔을 때에 질문자문이 전하고자 하셨던 주제의식이 

다른 형식에 비해 더 효율적이었는지, 다른 주제의식이 있었는지틀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게임이어서 마음에 인 들었던 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다연 작업흰 본인께 그 코엔트가 도율이 되는 것인가 하는회의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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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틀 들어서 ‘다마고찌’가 90년대 중후반에 나왔을 빼 어린아이들에게 

리셋 버튼이 생명 경시 풍조 연상을 일으킨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동룰을 키우연서 

입주고 늘아주고 대연 소연 지워주연서 육성하는 게임인데 뜻대로 크지 않으연 

뒤에 리셋을 늘러서 다시 시작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괴연 그혈까요? 저는 지금 

다시 디마고띠가 나온다고 하는 걸 보연서 그럼 이번에도괴연 다마고찌가 

생영경시틀 일으키는게임으로 명가받는지 한번 보자고 기다리고 있긴 잉니다. 

이러한 액럭에서 이야기가 나왔으연 모틀끼.모바일 게임인데 예술성이 

있냐는 질문은앞에서 말을드었던 게임은예슐인가하는 질문과 크게 강어지가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 보다는 모바일 게임을 선택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것을 인들었을 때 전달하고자하셨던 의도를 이 게임을 허|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액릭으로 전달하시려고 했을까하는 것이 궁금혜져요. 그닝 키워온다는 

액럭이었을지 아니연 게임적인 상팡 안에서 일종의 동울과의 관계틀 맺는 부문에서 

비틀어보고 싱었던 게 있으셨을까?이런 부문에서 예술적인 코엔트가 나외야죠‘ 

모바일 게임이et는 형식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가지가 있을끼? 이 질문은 서로에게 

도율이 되는 코엔트는아니지 않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싱우 저는 동물을 버렸을 때 얼마나해익이 되는지. 얼마나 죄악인지틀 

게임적인 요소로 보여주연 어띨까 싶어요 담순히 키우는 게임은 많이 있죠 

그형지믿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틀을 다룬 게임은 많이 없죠 

이러한 문제틀을 게임적인 정엄으로 지왼해 보는 것은 어띨까요 예틀 들어 버혔던 

깅아지들이 다시 인ζ써|게 무언가 앵동힌다든지 하는여러 가지 정엄들, 게임적인 

싱상역을 이용해서 연실에서의 문제점을 비틀어서 경엄하게 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강지융 상우님 밀씀 듣고 저도 생각닌 것이 있어요. 아직 줄시는 안 되었고 안 힐 

것 같긴 합니다.VR로구컬하는 게임이 데모로 나왔어요 킬거리에서 노숙하연서 

사림들힌터| 구컬하는 거예요‘ 정말 손을 얻거든요. 어떤 사람은즉은해하연서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때려요 그 게임에서VR을 통해서 노숙자의 시션을 경엄하게 

펀다는 점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우리는 보통 길을 지나가지만 킬바닥에 

잉아있진 않죠. 그 시선의 높이틀 제공하는 것이죠 실져|로 안드는 게 아니랴 

이이디어틀 던지는 것이지인, 가영 이 유기견에 접목하연 일종의 유기건VR을 

믿드는 것이죠. 대신 기능은제한되어야겠죠 개의 능력 엄우| 언에서 개의 시야에서 

유기건은어떤 경엄을 실져|로 하는가를게임으로 전달허연 그것만큼 유기건의 

문제틀 질 전딜알 잉엽은 오히려 없지 않을까요. 저는그런 생각이 들기도 앙니다. 

이싱우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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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2 게임을 한 번 인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흥콩에 여행 갔을 때 

길거리에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스미트온이 저음 나와서 

인징 대중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 기기에서 그게임을 작동하게 하고 

싱다고 생각해서 간딘하게 안들어왔어요. 전에는 게임을 안들어온 

경엄이 없었는데 안들어보고 나니까 저한터|는 의미가 있더리고요 아까 

밀씀하산 것저럼 어찌 보연 인생 게임이랴고 맡 수있는 게임이 펀 것 

겉아요 재미는 없죠 제가 만들고 기뻐서 진구를한터| 보내주고 했는데 

이거 재미없다고 해요. 그런 빈응을 들으연서 저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연서 궁금했던 것이 게임이 재미없으연 게임이 아닌가?이러한 

부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밍니다. ~겁적인 가지가 없지믿요. 

이상우 재미없는 게임이 한두 개일끼요?(웃음) 우리가 흔히 일고 있는 게임들, 

살아남은 게임은 재미있는게임믿 기억하는 거고 원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수많은게임은재미가 부족혔거나없었기 때문에 버려졌던 것이죠 상업적 

맥락에서는 ""연히 그것은 컬러지고 재미있는 것만 남죠 말을하신 것은 싱업적 

액락은아니고 내가 어떤 게임을 안들어서 제공한 상항인데 재미틀 만드는 것이 

엉지 않아요‘ 재미있는 게임 안드는 건 굉장히 지밀한 디자인이 일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개인이 그걸 일정 시간 내에 그렇게 테스트도 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질문자문은 온인이 장작하는 과정에서 재미를느셨죠 저는 

‘Of인크래프트(Minecraft)' 링은 게임도 세상을 인들연서 재미틀 느끼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연서 즐거율을 느끼는 게임이리고생각해요 푹일반적인 

게임의 혜영이나 적의 공격이나 효과적인 보싱이나 이러한 규격효|펀 재미틀 

주지 않더랴도, ‘샌드벅스(Sandbox)’식의 장작 횡동저럼 내가 증룬히 재미틀 

느꼈다연 굉장히 유의미한 횡동이 아닌가 싱습니다‘ 

짐여자2 제가 ‘미술이 아름답지 않아도 되는 거고, 게임이 재미없으연 어때?’ 하는 

심보틀 가지고있었던 것 겉Of요. 

이상우 의도가 운영히 었으연 전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재미를 포기연다연 그 

대신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더 조점을 맞추연 예술적인 직음으로서 발전해나가지 

않나 싱습니다‘ 오히려 재미적인 부문을 배제하연 알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져요. 

한 번 하고 터지는게임은재미없죠 상업성,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는 더 많아지고 영역이 더 넓어질 것 같Of요. 그걸 다른 문액에서 고민을 

해보연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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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3게임 전문 개발사인 넥슨이나 이런 곳의 개발자룬들은 이런 아이디어에 

욕심 있으실까요? 

이상우 욕심이 있어도 결재맡기가 어렵죠. 구조적인 문제여|요 개발자만 

의욕이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의사결정권자가 자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줄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진이 설특하지 못하연 아무리 그 사림이 역랑이 

중이도 .|에서 허가틀 내려주지 않고 줄시는 되지 않죠 이형게 사et진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자온 논리에서는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부문이에요. 성공했던 게임과 비슷한 게임안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임안허가틀 내주기 때문에 비슷얻 게임이 계속 나오죠 이 맥락에서 

벗어나야만 조금 더 새로운 게임이 나을수 있고 저는 독립 메스티영 같은 것들이 

별도로 열리는 이유도 이러흰 액릭 때문이리고생각해요. 

짐여자4아끼말을하신인중은여건은작가들의수나이런것이많다는게 

아니러 조건이 어엽다는 말을이시죠? 

이싱우 특정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게임을 소비일 수있는 인식을 가진 

유저도 픽대가 되어야하고 기업도 상업적인 게임으로서 빌생한 수익 일부는 

새로운 문화적인 육성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하죠‘ 또, 개발자도 

내가 개발한 게임이 옥 상업적 영역이 아니리 다른쪽에도쓰일 수 있다는 얼 

일이야 하고, 새로운 것들은휘미로러도 계속 개발해보tof겠죠‘ 스티디틀 통해서 

다른 사림들에게 알려주거Lt, 자신의 개발 노하우틀 지금 있는 관객 룬들에게 더 

일려중 수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여러 이해관계자가 인식 

전g이나노역을 해서 힘께 만들어나가야갱죠. 정부가 일 수있는일, 기E써|서 일 

수 있는 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힘께 어우러질 때 조금엑 나아지지 한꺼번에 

바꾸|긴힘들죠. 

강지웅 아직 게임은 영화나 다른 문화산업에 비해서 늦은 신생 룬이하고 필 

수 있겠3ε 시ζIOI 흐르연 한국에서도 다른 것. 새로운 것, 남들이 많이 안 하는 

것을 선호하는 휘양들이 나을 것 같아요.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그 쥐양인 있으연 

즐길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아직 대중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디 영확에 대한 수요가 한국에서도 있는 것저럼 더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징직자의 기준에서 일종의 재미에 대한 흑은 사업성에 대한 반감을 

갖고 월동하는 케이스들은 ‘인디게임,01리고 하는 다큐앤터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틀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겉아요. 

두 가지 에피소드틀 밀음드러고 싱어요 하나는 옛날에 게임 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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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었던 시절 이야기에요. 그맨 한국에서 집지가 연 달에안 5-6권이 나을 

때였죠‘ 집지에 게임 리닦가 실려 있는데 어떤 게임이 정말 죠|악이었어요‘ ‘쿠소 

게임’이랴고도 하죠‘ 그 러뷰가 이 게임이 얼마나 엉밍이고재미없는지를엄정나게 

힐 쓴 거여|요. 그래서 그 집지의 독자들이 이 게임이 얼마나 구리길래 그러냐고 

게임을 많이 샀어요‘ 엄정 재미없는데 히트한 게임이 인들어지기도혔었고요. 

두 번째는 재미et는 것에 있어서 상대성들이 조래하는 컬고|란 생각이 

든 에피소드인데요 옛닐이| ‘이티’et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줄시펀 

게임으로영효toll 영감을 믿아서 만든 비디오게임이었어요 이 게임이 약 6주 

믿에 믿들어졌거든요. 일리 믿들어서 미국 전역에 만매해야 해서 후다닥 민들었고 

후다닥 밍했어요.그 게임이 줄시되자마자재미없다는소문이 돋았죠영찍의 

인기가 있었으니까 게임을 민들고 만매하는 업체가 그걸 기대하고엄정 많이 

찍어서 많이 유통였는데 재미없다는 소문이 머지연서 그 중 5%밖에 필리지 

않았어요. 엄정닝앙의 재고틀 너|비다 사믹에다가 묻었어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미국의 비디오 게임 시장이 확 쓰러졌던 적이 있거든요 ‘OfEtel쇼크’리고 울러요. 

몇 년 전에 네바다 사막에서 그 게임을 다시 발굴했어요‘ 

그때의 이야기틀을 다시 추적하는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사실 그게임은 

괜찮은게임이었던 거예요. 게임을 언저 해온 시림들이 ‘이 게임은쓰레기ot.’리고 

명가하는소문이 떠지연서 왜 힐 만든게임이 안 필린 것이죠‘ 30년 동안 힐못된 

소문이 있었고그로인해서 게임을 6주 안에 만들어낸 전재 개발자가 게임계에서 

떠나고일종의 오명을 섣고 살았죠 이 이야기들이 꺼|임 오브아타리.et는 

다큐멘터리로도 안들어졌습니다. 

재미없는 게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예술적이고 영학적이러 

딩연이 어려워서 이렇게 사려|로 대신해옵니다‘ 재미랴는 것이 주관적이기도 하고 

때른 왜곡될 수 있고 소문에 의해 달et질 수 있지 않나 업니다‘ 

이상우 아무리 재미없는 게임도 중은 사림과힘께 하연 재미있죠‘ 

강지용 그형기도 하죠. 기억 측에 있는 게임의 경엄들이 재미없는 게임인데 

누구와 엄께 혔담 싱용으로 기억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음악이랑 영회로 

지환하연 낭만적인 논의가 되는데 게임으로 이야기하연 아직까지는어색연 이런 

빈용인것같습니다‘ 

이상우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시연 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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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파트키드의어파트 

이언규,용훈규 

여기 새로운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아파트가고g인 정년들, 재건축이et는 밀에 

마음아파하는정년들이다‘ 고힐01리는 

‘애룻만’ 말이 아파트리는 ‘떡떡안’ 딘어와 

연컬펀다니, 많은 시림들이 낯설게 생각일 

수도있다. 하지만 이들은 아피트의 모습을 

기록하고 사림들의 사연을 수집해 책을 

낼 정도로 고양에 대한 미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자리온1980년대 조반주공 

아파트는 힐 자란 푸른 나무와 정겨운 

이웃이 있는아를다운 곳이지만, 재건축으로 

모두 샤리지게 딛 예정이다. ‘안녕, 

둔흔주공아파트’으| 먼집장 이인규와 고양인 

과전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승준규가 

이야기틀 나누고자 흰다‘ 

Apartments Kids' Apartment 
Lee tn- gyu, s。ng」un-gyu
There iswh。le new type 。fpe。pie

here: Y。ungpe。plewh。 have 
apartments as th잉r h。,Tiet。wn,

y。ungpe。plewh。 are hurt h。m 。nly

hearing the w。rd 。free。nstruction.

Many pe。pie m ay think it strange 
that the ‘affecti。nate’w。rd 。f

h。met•。wnis c。nnected t。 the 
‘hard’w。rd of apaπment. However, 
they a re s。 affectionate t。ward
their h。met•。wn that they rec•。rd

the appearance 。f the apartments 
and c。llect st。ries fo。m pe。pie in 
。rdert•。 publish b。。ks. Alth。ugh the 
」ug。ngApartment where they grew 
up in the early 1980s was a beautiful 
p lace with friendly neighb。,5and 
well-cultiva ted g reen trees, it is 
a” ab。ut t。 disappear due t。 a 
reconstructi。nwofi<. Lee In Kyu, the 
edit•。r。f‘Hell。, Dunch。n」ug。ng

Apartment’ and anthr.。p。|야5ist 

s。ng」un-gyuwh。 is researching the 
h。met•。wn 。fGwache。nw。uld like 
t。discuss this t。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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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키드의아파트 

Apartments Kids ’ Apartment 
이인규, 송준규 

승준규 송준규입니다. 

이인규 안녕하셰요, 저는이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승준규 아피트 키드틀 얘기해 보려 하는데요.아피트 키드가 무엇이고, 왜 

등징했는지부터 쪽냉은 이야기까지 다루려고 힐니다. 우선 잡지 t안녕, 둔존 

주공아피트J 펀집장이신 이인규 씨의 이야기틀 듣겠습니다. 이후 과전의 ‘풀뿌리 

시민운동’과 아파트 키드가 어떻게 연컬되는지 일려드힐게요. 대담도 나누며 

공급하셨던 내용을 힘께 줄어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시작of71 전 여워보고 싱은 것이 있습니다‘고~. 아파트에 

어떤 이미지틀픔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해주시겠어요? 무례하지만 

자기소개도 부틱드러고 싶습니다. 

이인규 아주 월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짐여자1 저는 이져| 대획생이 딩니다.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부염기도 

했는데 요즘은 건률을 높이 썽으니까 좀무서워요. 저형게 썽으연 건물이 

안전알까걱정스럽습니다. 

짐여자2 저는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주제에 공강해서 이 수업으로 왔어요 저도 

주공아파트에 사는데 이곳도재개발이 되어서 비슷한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아파트 딘지 내의 조등학교틀 나와서 아무래도 고항처럼 

느껴요 

짐여자3흠을 전공혔고요‘ 즙과 관련한 담져| 횡동을 합니다.온가는 대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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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억 딘지|가 셰종시에서 활동하는데 세종시에도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일반 벌러나 기존의 공간이 허물어지고들어서는 이피트를 

보연서 든 생각을 공연으로보여주고 싱어요 강의 주제가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니끼 도울이 윌까 싱어 원크융에 왔어요‘ 

세종시에서는 토작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요. 아파트들이 새롭게 

생겨나며 집값이 뛰어 이사하는 릉경이 메뚜기가 이동하는 모습과 

잃았더리고요또 서울의 관공서가 이전하며 서율에서 셰종까지 버스로 

줄퇴근하시거든요‘ 이런 모습이 도시를 떠도는 여앵자들 같아서 ‘도시의 

여행자들’이리는 타이틀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짐여자4부전에서 커뮤니티틀 운영합니다. 자신을 소개알 때 아피트 키드러는 

표연을 사용었어요. 태어나 두군데의 아피트에서 살았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전 원미동으로 픔격왔어요. 일부러 

아파트와 다른 딘독주택을 선택해서 커뮤니티를 실엄중이고요‘ 

재개발 키원드는 원미동에 온 이후에야 안났어요. 원미동은 재개발에 

묶여 있느리 슬럼화했어요 재개발이 해제되연서 빈집이 생겨나고 

길고앙이들이 많아졌죠 재개발 담른에서 무찍 짐예하게 대립했던 곳이 

제가지금 머무는 딛독주택이에요‘ 반대 투쟁을 하셨던 온부거든요‘ 

핏집은 잔성하셨던 종무님 댁이고요‘ 

또아파트 키드로서 아파트와 얽연 주억이 많아요 유년시혈을 보낸 

부전의 중통 신도시, 싱동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의 아파트는여전해요. 

제가걸었던 40년 된 타일이 연하지 않있어요. 록도식 아파트랴 아파트 

공동제 문화가 있었어요. 릎이터 문화가 있었고, 버•I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한다든가, 일요일마다 힘께 목욕바구니틀 들고 목욕탕을 값어요 

뒤에 수영장도있었고요.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자신을 가두는 

형태에 ?싸운 것 겉아요 a엔형 아파트에 살연서 경비 아저씨틀 

혜직하는모습을 보고, 번호키로 바꾸는 과정을 겪으연서 아피트를 

벗어나야겠다는생각을 3년 전에 했습니다. 

연재의 아파트는제업 부정적으로보지만예전에 제가지낸 목도식 

아파트나 록도에서도 돗자리를 펴고 힘께 논 문위기에는 힐수가 

님습니다. 

짐여자S다큐앤터리 영상을 찍습니다. 생산자리고도 힐 수 있겠네요 작년에는 

‘옥바리지’랴는곳에서 양동했었어요. 저| 고g은 인전입니다. 군대에서 

휴가틀 나와 집으로 가는데 길을 g은 적이 있어요. 아파트는아니지만 

연립주택 흔이러길이 많았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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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트에서 살고 있지민 동네서 멀지 않고요 그곳을 온 후로재개빌에 

관심을두었어요‘ 

짐여자6저는 그닝글 스스고 그럼 그려요 아주 어힐 적에는 록도식 아파트에서 

살있고 그 후로 전형적인, 엘리베이터 내리연 떡 두 가구 있는 형태의 

아피트에 쉴아요‘ 기실 아파트의 외부영상은 다 곁잖아요‘ 색깔은 

메인트를 영하니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파트키드리고들으연 

재건축과는 거리가 멀게 느격져요.한 번도 적지 않은 탓도 있겠지안. 

재건축은 고양을 상실힌다는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고g에서 느끼는 

강흥을 이피트에서 잦을 수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듬니다. 

짐여자7 중억교에서 미술을 가르집니다‘ 확장실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피트가 닭장 같다는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용연을 를 빼 내 우|에서 

똑겉이 용연을 보는 싱황이 연줄되고, 그게 우스왕스럽게 느껴져요 또 

내년에 새 아피트 입주틀 앞둬서 중은 곳일지 공급하고 기대영니다‘ 

짐여자8음익을 전공하는 액생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푹 논연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원크융의 제목을 보연 아파트 키드와 재건축 얘기틀 하실 

듯한데 재건축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살아온 경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져|가 살던 아피트틀 재건축하연 아파트키드가 언 얘기는 아니어서 

들어왔습니다. 

짐여자9시골 농존에서 쉴다 보니 아피트에 거부감이 듬니다‘ 술이 탁틱 막히고요‘ 

이인규 한 룬 한문 얘기를들으니 마음이 면해지는기룬도들고, 준비안 내용에 

저런 얘기가 있는지 머리를굴었습니다. 삐뜨었어도 대딩 시ζ써| 증분히 얘기알 

수 있으리러 기대합니다. 재미있는 점을 일려드러자연 승준규 씨와 저는 어떠다 

믿난 사이입니다. 저는아파트 키드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룬께서는과전을 

공부하시다가 믿났는데, 아파트 키드끼리 질 통하더랴고요. 정픽히 만닌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되게 진한 기룬이에요 일딘 자신을 아파트키드로 

규정하는 저희 얘기틀좀 들려드릴까 잉니다. 

어렬 적 사진을 모아왔어요‘ 이 룬은아기 아버지시고 왼쪽에 있는 

이01가 저예요. 어머니께서 신후조리로 외깃댁에 가신 것을 빼연 져|가 저음 

들어온 집이 둔존 주공아파트인 셈입니다‘ 저|게는아파트가고g이리고 당연하게 

얘기했어요.여기서 태어나고 자뤘으니까. 근데 사실 아파트가 고양이리고 

얘기하연 이상하게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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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녕, 둔존 주공아마트j프로젝트의 시작 

대개 사람들이 고양이 어디냐 를었을 때 정주, 부산, 욕조리고 대답하연 

아 거긴 바다가 중죠 남쪽이러 따뜻하죠 같은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이리고 대답하니 부모님 고힐01 어디냐는 질문이 돋아와요 지앙이 

Lf을 때까지 틀어보셰요 저는 서율에서 보낸 심, 생활을 얘기하고 싶은데 

답답었죠 게다가부모님들도‘서율 토박이랴고 하연 서울 토벅이구나.’ 하고 

얘기를그진대요. 저저럼 서율을 고g으로여기는 사림도 있는데. 더 늘랍게도 

다들 져|가 아피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산기해하셰요.아피트에서 태어나 

자리연서 그곳을 아주 중이혔으며,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f안녕, 둔흔 

주공아파트J프로젝트의 서문을 시작혔어요. 

그런데 다들 둔흔 주공아파트틀 모르셨어요. 지금도 아시는 문이 거의 

없는데‘ 대개 아시는 둔흔 주공아피트는 제가 말하는곳이 아닙니다‘ 둔흘동은 

많이 들어보셨죠? SBS 공기업이 있어 왜 유명합니다만 저희 동네에는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내세율 안안 건 보흔영원이지만 모르시3ε 보흔영원이 뭐냐 

여후시기도 하고 지도상으로는 서율의 동쪽, 강동부에 위지하는데 아주 외지지는 

않았어요. 눈에 안 띄는 쪽이 이싱흰 정도여|요. 짐실에서 더 기연 있는 곳이| ~각고 

하연 송파틀 생각하고, 잠실 사는 사람이 들으연 부정일 믿큼 한짐 더 들어간 

동네지만요. GMF같은 행사로 종종오시는 을림픽 공원 사거리에 우|지해요 

’언I!. 등흔쭈응이m트, !!.증a트 

아파트 딘지는을럼픽보다 먼저 지어졌어요.과수원이 있고 익간 

구릉지인 허허영만에 엄정나게 큰아파트 딘지가 들어섰죠‘ 둔존동1동 전체가 흰 

아파트 딘지여|요.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때 건떼율을 살밀 텐데요 건떼융은 명에 

건물이 자지한 비율입니다‘ 요즘은 건펴|율이 높죠제한펀 땅에 죠|대연 건물을 

지으니까요. 이곳의 건펴l율은12%여|요. 줄른아파트는 우|로 높게 지어서 건떼율이 

냥Of요‘ 김안한대도 88%를주자장과 녹지로 두었으니 대딘하죠 또연 용적률이 

10。%연 전체 냉이만큼 건물을 지은 비율입니다‘ 요즘은 300%, 37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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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나융니디인 이곳은 10。%가 인 딩니다. 우|로 5증, 10증 아피트를 

짓는데 9。%닝짓하니 정말 많은 명이 공지로 남아 있어요. 

아피트는145개이고 6전세대 가끼이 되는 규모입니다‘ 2。,15년 

기준으로는 2만명 이하지만 정점을 픽은때가 있어요. 져|가 실 적에는 평균적으로 

한 가구딩 4,5영씩 실있으니까. 4인 가측에, 3세대에, 심지어 진척까지 같이 산 

가구도 있었어요 이 때는 3만영까지 살았던 어마어마한동네요 가늠하기 엉게 

밀을드러자연 동네 인에 조등억교가2곳, 증액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놀이터는 

12개고요 여기까지 들으니 건설업자가 PT하는 느임이지만 제가 중아하는 이유를 

일려드러겠습니다. 

둔존주공아파트의 매력 

둔존 주공아파트는 흔히 인식하는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회색빚 

도시틀 인들고도시틀 망지는 주엄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파트가 도시틀 

밍진다는뉴스를 접맡 때마다 의문스러웠어요. 어머니에거| .엄Df, 우리 동네는 

이형게 조록빛인데 왜 아파트가 회색이야?” 여푼 기억도 나고요 저도 재개발, 

재건축에는 거부감이 들지민아파트 자져|틀 비난하진 밀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아피트는다 같지 않아요 말을해주셨듯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록도식 

형태에 록도도 녕고, 록도식이 아니더러도 네 가구가 미주를 안한 목도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김장을 겉이 힌다든가 이웃이 자연스럽게 믿나는구도였죠 

요즘은 죄대한 우리 집에서 이웃집이 인보이도록 록도를꺾어서 멀리 떨어뜨리는 

연구틀 흰다더리고요‘연재 아파트와제가 산 아파트는 설계 자져|가 달랐던 거죠 

게다가 건펴|율이 매우 낮아서 사이사이 다 녹지였어요. 아이들이 집 

밖에안 나가연 뛰어 놀고 짐자리 잡고눈오연 열매 타는 자연흰경이 마련되었죠 

이곳에서 살아서 행운이었다고 얘기알 수 있을 만큼 중은 횡경이었어요. 

하나 더 놀랴운 것이, 둔존 축제가 있었어요.저|가팍인하기로는아파트 

딘지 주민들이 모여서 연 죄조의 축져|예요. 목동에서 흰 기록도 있지만 둔흔이 

한 달 일줬어요. 저는조등억교 때 갔는데 정밀재미있었어요‘ 암늦게까지 

주민들이 노래자랑하고. 지금생각하연 그닝 동네 축제지안 중은 추억이에요. 

축제 기E뻐|는문우|기도 달랐어요‘ 특히 님자애들이 사고틀 져도 이날만큼은 안 

흔났대요. 엄께 핀대해지는 룬위기가 너무 좋았죠 둔흔축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조사해 왔는데, 주민들이 이웃 간의 담을 허물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영자영자 

민들었대요.특정 기관의 지원 없이 주민 모금으로안 진앵되었다고. 거대한 세계 

인에 이웃사졸이 있었고 1년에 한번씩 모여 축제까지 영이는 이싱흰 세계였어요. 

그래서 나는 기억하고 경엄했는데 이제 샤리진다니까 기록해 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록하지 않으연 없던 것이 힐까와‘ 추후에 비슷한프로젝트를 

진행알 때도 사허|가 OfOll 없는 것과 흔적이 조금이러도 있는 건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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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틀 시직언 결정적 계기는 샤리지기 때문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연 얼마든지 이 동네틀 다시 룰수 있잖아요‘ 울른 사람들의 분위기는 

딜러지겠지안. 그런데 증액교 때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왔어요 무감각하게 

여겼지인 다앵히 지연되연서 이대로 샤리지연 인 되겠다고느꼈어요. 재건축을 연 

딘계 진앵알 때마다 진lll 없어지나 보다 실김혔어요. 

프로젝트의시작 

저는 중억교 3억년 때 이 동네를떠났어요.근데 억교는 둔흔고틀 

배정맡아서 동네틀 왔다 갔다 였어요 그때부터 동네에 사랑과 그러율이 컸어요. 

20。9년에 이모님 댁에 얹혀사느랴 짐깐 들어갔다가 결국 떠났어요. 그 때 저는 

둔존 주공아파트와 영영 직얼알 중 알있어요. 너무 마음이 인 중아서 사진을 

찍고 기록한 것이 시작이에요 룬명 그러워알 테니자 다른 사림들도 이곳을 

그러원하리랴는 팍신이 있었고요‘ 

2009년에 저음 사진을 픽었는데 사회 조년생이어서 일정을 조절하기 

어려웠어요 주밀마다 동네에 가서 사진을 찍었죠재건축이 진앵하며 더 미루연 

인 되겠c:f, 느껴서 시직한 때가 2013년이에요 4년째 하고있고요 저음에는 더 

걸릴 줄알있어요 장닌으로 너 일인대장정 생기는 거 아니q, 네 인생 프로젝트 

되겠다 하는 밀도 들었고요‘ 저도8년 정도 각오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일리 

진앵해서, 주민들 이주가시작됐어요 내년 7-8얻이연 컬거하겠죠 그러연 

4-5년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딩니다. 어뤘든 이피트를 이주하는 과정까지의 

기록이목표니까요 

책을 저음 만들 때는 흩자 사진을 찍고들로그에 율연서 글을 었어요. 

그러다 밀음드렸듯 다른 사림들도 이콧을 그리워하러리는 생각이 들었죠 

둔존동에는 오래 머무른 사림이 많아요. 10년 쉴연 얼마 인산 동네거든요 79년, 

8。년에 지어져서 3-40년 사신 문들이 무쩍 많아요. 20년 사신 룬들도 그닝 

둔흘동에서 모여요 ‘동네에서 보자‘’의 동네가 이곳이에요 익숙엄, 펀안힘을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혔어요. 나만큼아프겠구나. 흔자시직했지만 나 

흔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잭을 만들어야겠다. 이들을 위해 힘께 나누는 기록을 

믿들연 좋겠다해서 핀을 얼였어요. 

슬직히 픽신하연서도 걱정었어요 당시 정서싱 이피트를 중아힌다고 

하연 이삼하게 왔죠‘ 중학교때부터 진한 진구에게 겉이 하자고 제의했을 때 

거혈당했어요. 그 진구는 명생 이곳에서민 살다가초|근 컬흥해서 이사였거든요‘ 

주민이러서 힐수틀 느끼기보다연실이 가까웠나와요 건울은 맑았고 주차문제도 

심각한데다 녹률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특히 이 진구는재건축을 한대서 개열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중앙뇨멍으로15년을 버탔죠 덕문에 룹계 

지냈으니 심정은 이혜가 가요.오래 진하게 지냈고 동연다고생각했던 진구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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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연실을 모르고 닝믿적인 얘기를 늘어놓나 

걱정했어요. 고민하다가 ‘나는 떠나외서 일아, 떠나연 그리원알 거Ot.’ 하는 

심정으로 냈는데 다앵히 그리원하는 이들이 제엄 되었어요. 

SNS의영양력 

져|가 그리워하는동네 흥경을 SNS에 을리연서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러다 만이 팍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을리는 글에 공감을 

해주던 룬이 메시지를보내주기 시직하셨3ε 져|일 강동적인 일은 고등학교 

2억년 남액생이 은행나무가 너무 이|쁘다며 사진을 보내췄어요 사진을 

SNS로 공유혔더니 그 진구의 진구들이 다 소환되었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액로였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루어| 10。명-2。0명엑 모이는 

커뮤니티가됐어요 흩자 얘기일 맨공갑에 그쳤지만 이형게 얘기를 하셨다고 

공유하연 자신의 얘기틀 알 수 있겠구나고할하는 계기가 됐어요. 아파트틀 

중아한다고 앙히는 게 자연스러운문우|기가 커뮤니티 내에 엉성되기도 했고요‘ 

SNS에서는 쩍의 존재를모르는문들도 많거든요‘ 찍으로습득하지 않더랴도 

수많은 사람이 힘꺼|하는 모습을 보며 부정적인 아파트 인식을 바꾸었다는 룬도 

많아요. 

2015년 둔흘동에 꽃이 몰아서 민 혜의 사진이에요‘ 몸이 늦게 와꽃이 

민발했죠 많은 문이 사진을 픽어서 보내주셨어요 이컬 누가 보내주셨습니다 

SNS에 을리연 서로 ‘저도 찍었어요‘’ 하고 공유하며 힘께 즐겼어요. 거주민은 

동네틀 실연서 즐기고 이주민은 사진을 보며 운다는 징문의 메시지틀 

보내주셨습니다‘ 프로젝트틀 진행하고공유하다 보니 룰안보다 사랑이 늘어난 것 

겉습니다‘ 
오프리인에서 실제로 모인 건 이게 첫 사려|예요‘ 즐거워 보이지만 

슬픈 모임이에요.아까아파트에 놀이터가 12개랴고 말을드었는데 담번에 모두 

껄거됐어요안전기준에 미달힌다는 이유였는데 다들 너무 놀랐어요 닫슨히 

OfOI들 노는 곳이 아니러 추억이 서린 장소였으니까요‘ 

특히 기린 미끄럼틀은 상징적인데 엄청나게 커요. 어른이 타도무서운 

콘크리트조형물이자 미E럼틀이었어요 이걸 타느냐 마느냐가 용강힌아이냐의 

짓대로 직용었죠제가 저음 당을 때의 의열이 아직 기억나요 엄정닝 인생의 

관문을 넘은 기룬. 아이들이 도전맡수 있는 존재, 도전해보고 싶은존재였어요. 

틀러들레이드를 타고 내려간아이도, 자전거틀 플고 을랴간 애들도있었으니까. 

존재감이 어마어마한데 사et진다니 다들슬떠했죠 

전 미끄럼틀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었어요. 하지믿 시기가 

나쁘게 겁졌죠. 신해열 씨가 쭉었거든요 땐은 아니었지만우리 세대에게 

정신적으로 큰영양을 끼진 사람이 쭉은 상황에 미E럼틀을 얘기하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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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해야겠어서 진구에게 얘기혔더니 역시 공강of71 

어엽다고 하더리고요. 유아기에 고작되었나, 내가 이상안가, 고민혔어요‘ 그러다 

문특 신혜영 씨 어록을 봤습니다. 하고 싶은 컬 하ef는 얘기틀 많01 하시더군요. 

이건 신혜영님의 뜻이랴는생각이 들어서 SNS로써억에 공지돋 띄웠어요‘ 

물꽃사고스댐 모잠 정말 번개모임이었죠 하연서도 과연 을끼염려혔어요‘ 

중Of요는 윌게 누를수 있지만 실전은다르잖아요 디앵히 예상보다 많은 

룬들께서 잠석해 주셨어요. 작은 이벤트로여기고 재있겠다며 오시지 않고, 기린 

미E럼틀의 애정으로오셔서 뜻깅었어요‘ 일온 영화 같고 연실인가 싶은, 소박안 

마을 룬위기였어요 둔존동이러서 가능한 일이랴는 생각01 들연서 더 마음 

아앙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던 요소를 

개인이 목소리틀 빌 수 있는 환경이러서 이런 횡동이 가능했던 것 

겉。}요‘ 아파트는 건축에서도 힐 다루지 않Of요‘ 전시하는 룬위기가 있었거든요 

아파트는 짓는 게 아니랴 때려짓는다는 표연을 많이 하잖아요. 덕문에 주택공사 

연구실이나획계에서 연구하는 룬들안하시고아파트틀 건축의 대싱에서 제하는 

정서가 있어 보여요‘ 연구도부족하고 자발적으로 목소리틀 내는 경우가 너무 

적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나마 목소리틀 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저는 구글 재땐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동일본 대지진때 사림들이 

없어버린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록원해주는 프로젝트를보고요. 그런데 

저는 구글이 아니잖아요 디지텅에 아카이브틀 만들어도 서비스틀 접으연 

기억의 저장고는 사러져요. 그래서 쩍을 인들기로 결심했는데 어떻게 만들지가 

문제였어요. 2013년에 독릴줄핀이 유영하진 앉았지믿 일음알음 강의도 듣고 

믿들어 보연서 줄만맡 수있었어요. 

SNS도중요혔죠 SNS가없었다연 저는 이피트에 전담을 줄이는 게 

고작이었갱죠. 전딘을 줄여도주민센터에서 모일 순 있었겠지믿 여러 져12/01 

있었을 테고요‘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안 소통하고 떠난 이들에게 닿기는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SNS틀 동해 사림들과 인나고소동하연서 다른잉식으로 

프로젝트가 얻어나갈 수 있었어요. 

다들 돈은 어명게 하냐 여후시는데 시직힐 때 제 예신은 

10。만원이었어요. 이후로는 ‘텀들억’ 같은 소셜펀딩을 2차려| 었고 

기관지원사업으로 예신을 타기도 했죠 소설펀딩이나지원사업 등 g경이 

구축되어 가능혔습니다.없었다연 지금저럼 양성화하지는못했으러리고 

생각앙니다. 

이제 그동안의 횡동을 얘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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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앙문’직엉 

기린 미E럼틀의 영거를 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동안 프로젝트를 

못 했어요. 회사에 다니며 영앵했는데 크게 아왔어요 휴직을 두 자례 하다결국 

그만두고 당룬간활동을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은 가는데 아무것도못하니 마음이 

너무 인중았죠 시간은 가는데 몸이 띠러주지 않으니 나로는 부족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전부터 제가 사캉하는둔존은 져| 사진보다 너무 아름다운데 능력이 

부촉해서 못 담는 게 Of위웠고요. 공동작업 성격을 강화해야겠다 싱었죠 

t인'd . 든흔이띠트 x 기정앙응j 

------“- • "‘ .. , ~ .. ‘ --- -- -,’ -- - --“---- --,-------------… ----- ‘--‘-- ------’‘i “· 
…--- -------… ---… ·‘ “·‘ “ ------,--- -

마짐 영싱직가 ‘미야’씨와 연락이 닿아서 ‘가정빙문’프로젝트를 

모의했읍니다. 첫 공동작업이었~ 둔흔주공아파트의 얼두 가구틀 앙문해서 

사는 모습과 살았던 이야기돋 모있어요‘ 저는 찍으로 냈고 마야 ill는 영싱 

다큐앤터리틀 믿들었어요. 시직힐 때부터 곡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사림과 

집이 연결되는 이야기, 집으로그지지 않고 집과집 바깥, 마을까지 당는이야기요 

집에 애정을 음으려연 이웃. 횡경,지역정서, 룬우|기가 중요하니끼. 마야 씨와 

힘께힐 수 있어 뿌듯혔습니다. 

아피트는 픽일적이리고얘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제 밍에서는 록도식 아파트의 여러 징문이 보였는데 저는 그 용경을 너무 

사링했어요 장문이 다른 때 다른 색으로켜지연서 인영이 어른거리는 모습이 

아를다웠어요 다른 싫이 한 연에 보이는게. 닭~I리고도 말음하셨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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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영이리고 얘기합니다.액얼표 속, 똑같은 네모에서 다른 싫을 구가하다니 너무 

놀랍고아름답지 않나 생각했어요. 

실제로 얼두 집을 잉문했을 때 여섯 집은오래 사셨고 여섯 집은 비교적 

월게 사셨어요. 월게는 두달, 킬게는1。년‘ 재건축을 노리고 들어오셨다가 

늘러앙있는데 다들 다앙하고재있어요 가징 나이 많은 알머니의 일생을 

듣기도했고요‘ 조|고링자셨는데 활력이 넘치셨어요. 미디어에서는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심인 특별한 잉 비주잖아요. 실은 한 명 흰 명의 싫이 모두 빛나는데. 

그동안 다똑같다며 딘정했다고 생각해요. ‘가정잉문’은 펀견에 대멍하는증거를 

모으는 직업이었어요. 회색이 아니고, 녹지가 많고, 이웃사흔 간의 정격율이 

있다는증거요. 제가 낸 쩍 증 가징 두꺼원서 양몬 냈느냐는 얘기도 들었는데, 

즐거운마음으로오버했습니다. 집을 보연서 사람의 심을 배우는 직업이었어요‘ 

둔존으|니무 

둔흔 주공아파트의 나무안찍은 사진섭이에요 류준얼씨를 어쩌다 

인터뷰때 만났는데, 고등학교 교지 펀집부에서 사진을 찍다가 상명대 사진학과에 

갔대요 젓 학기에 둔흔으| 나무틀 픽고 싶다 했죠 열심히 어르고 딜래서 2년 동안 

직업었어요. 어런데다 둔존동에 안 사는 진구인데도 작가 정신이 투영해서 눈이 

오연딩려을정도였어요 

같은 장소에서 휠영한연작이 있어요. 계절의 변화가 느여지죠 여릎에 

동네에 들어서연 온도가 몇 도는 영어진다고느일 만큼 그늘이 가득해요 가을 

릉경도보이고격울에는 작은 나무가 귀업계 위지하죠 

나무틀 곡 다루고 싱었어요. 다들 나무를아쉬워했으니까요 대억교 

1액년생이어서 어떻게 잭을 내겠느냐고 고민하기에 열심히 설득었어요. 너밖에 맡 

사람이 없다고. 좋은 직업이러 져|게도뜻깅었어요. 

이 잭을 시작으로 나무틀 지키는횡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재건축과 

엮인 나무 얘기가 조업과의 트러들을 야기알 수 있겠더리고요 둔흔동에서 슴지틀 

지켜온문들이 소승을 건 적이 있거든요‘ 그 탓인지 나무 얘기를꺼내연 재건축을 

반대하냐는 적대틀 보여요하지만 저는 나무를 지키연서 재건축을 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네에 10흥 높이틀 넘기는 나무가 많아요 이식해도 살 팍률이 낮대요. 

비용도엄청 들고. 그래도 외괴의 나무를보호하는 잉압이 있을 거고, 작은 

나무들을 읍기거나 개인에게 룬S연}는 시스댐도 있대요 나무는 힘부로 건드리연 

인되는룬우|기가 있어서 진g하진 못하지만 콕 얘기해보고 싱은부문이에요‘ 

얼마 전 강동구청장닝을 만나 얘기했는데 이쪽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싱으시다고 

느꼈고요. 힐 해외야겠다고 생각었어요. 

저는 이 아파트틀 소유하지 않아요. 반연 조합원은 소유자죠. 재건축을 

추진하는주지|는 조잉이고 건설사, 깅동구청 등여러 닫체가엮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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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줄어야 맡지 난깅하지민, 나무틀 너무 쉴게 경시힌다는생각이 

들어요. 

고덕 주공아파트는 나무틀 왜 많이 이식하더리고요. 둔흔도 이식하는 

나무가 왜 많으연 사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이식하는 소식을 몰려서 

너무 슬퍼하지 않나 생각해서요 O벼게도 저띄는10%미만, 얘네틀을 살혔다 

흥보하기 적합힌 정도에 그치는 듯해서 픽대하려고요. 

남은 기간동안의 휠동 계획 

이져| 둔흘동 주공아파트는 이주틀 시작었어요 2017년 7윌부터 

2018년 1월끼지, 역 6개월이 주어졌어요‘ 기록믿으로는 성에 인 자겠다는생각이 

들었어요. 기록은 하더러도 죄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경엄하연 좋겠다고 

생각했죠 나무 같은 것도 중게 바꾸고 싱다고.하나랴도문제틀 푸는 앙함으로 

진행알거여|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 마익해서 둔흔주공아파트틀 가상의 

디지텅 세계로 안드려고 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요. 옛닐 사진, 기억, 어떤 부문을 

가징 중아했는지 마익하는 직업을 영니다‘ 둔흘동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이요. 

마지막으로둔흔축제를 한 번 더 해보려고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졌어요. 너무슬떠서 하는 얻동인데 뭐 중다고 축제틀 하냐고요. 중아서 

하는 월동이 아니리고 설득혔는데 금전도문제였죠 이권이 얽연 일이니 조압, 

조직이 링등한다고요‘ 가형 우리에게 잔조금을 줘서, 우리가 무대에서 누구누구 

조업장님의 도울으로개죄혔다고 하연 곤란하다고요 소설펀딩 얘기를드렸지만 

이해틀 못 하신 것 같Of요‘ 룰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설득해서 가을에 히려고 

노력중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지 못흰 억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둔존 축져|의 일g으로둔흔러닝을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맨날뛰던 

정년들의 아이디어여|요‘ 이곳에 살아도 동네가 너무 커서 구석구석 인 다니연 힐 

모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같이 뛰연서 내가중아하는 길, 네가 좋아하는 질을 

공유하고즐기자고 시직했어요. 

둔존 투어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아위워서 시직했어요 도시나 마을 

휠동을 하시는룬들깨서 연장을 모르연 사려|틀 접해도 와닿지 않으리랴는 생각01 

들어서요 공간은 와보지 않으연 정획안 이해가 어려우니까요‘ 나무가 정말 

많다고 하연 아, 나무가 않겠지 맡뿐이지안 규모를 실제로보시연 깊이 공강해 

주시는 것저럼. 직접 외두연 이후에 이콧을 상상허며 건축 등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휘지로 투어를 진앵영니다‘ 

마지막으로둔흔 냥이 모임을 시직했어요. 지역주민과 동줄 보호암져| 

‘CARE’등 여러 룬과힘께영니다‘ 고앙이들도 이곳에서 살던 아이들인데 

사림들의 이주는 재닝 상팡이리고생각해요 01사틀 가야한다는 정보조자 받지 

308 이띠트키드g 이따트 



못하고있잖아요. 힐못소개돼서 언른에서는 잡아다 이주시키는 듯이 전딜했는데 

아이들이 초|대흰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과정에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리연 대져| 이주지틀 마련하겠지믿요‘ 그리고 고앙이들이 이곳을 

떠나야 연다고 인식맡 수있게끔 압자리틀 줄여서 밖으로빼내고 있어요. 개포 

주공아파트나 고덕 주공아피트에서도댄스에 고양이들이 갇혀서 못 나기자 

앤스에 구멍을 풍는등 긴벅하게 진행했어요. 저의는 시간이 있으니 구조보다 

자연스럽게, 진했던 애들과 가촉과 엄께 이동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프로젝트의영힘과안계 

아파트를 기록하고 직업을 님기는게 첫 사허|는 아니에요‘ 이쪽으로 

월동하시는 작가와 사진가들이 많이 계셰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이 특이하다고생각해요.준규님께서 말읍하실 과전에서도 비슷흰 

기록이 나왔죠 과전은1딘지돋 다룬1권이 나왔고 다른 딘지에서 직업을 잇는다고 

들었어요 고덕 주공이피트, 개포 주공아파트에서 횡동하시는 룬은 나무에 

집중해서 작업하시고요얼마 전에 나무 투어도 진행하셨고요 다른 동네에도 이런 

휠동이 머지는 게 기뻐요. 게다가 횡동하는 앙식도 다 달랴요.과전은 줄뿌리, 정년 

닫체 이형게 조직적인 느낌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과전시장이링 시의원에게도 

이런 얘기틀 하는 자리를인들기도 였고요. 개포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사림들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나무틀쉴릴 잉안이 마련되겠다 기대되는 활동이 보입니다. 

세상이 1도랴도 바뀌는 듯해요. 

하지안 이런 월동을 하는 아파트가거의 비슷힌 시기에 만들어진 

주공아파트랴는 점이 아쉬워요. 주공아파트인의 특징 탓인 것 같아요. 용적률이나 

건떼율이 다른 곳과 무척 딜러요‘ 만족스러운 아파트가 다 비슷한 시기에 

믿들어져 모두재건축을 잉두고 있죠 이런 얘기가지금이리도 나와서 디형이지믿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허|요 고덕 1딘지, 과전의 조징기 이파트가사리질 때 

이런 월동이 있었다연 재건축이 다른 잉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쉬율이 

님습니다 너무늦게 시작댔다는 개인적 연탄도있고요 

결국, 엮게 될 상실에 대하여 

저는 상실의 딩사자et는 입장이 깅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였어요. 진정성을 의심받은 적도없고 프로젝트 이해도, 를입도를구구절열 

설명하지 않아도 공김해 주셨죠. ;셈이 있으리et는 오해틀 미알 수 있어서 

중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힘께 하는룬들께는 왜 하냐고 질문한다든가, 그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더리고요 애정이 증룬히다연 휠동알 수 

있다고생각하는데 세상이 아직 오해하더리고요 오해에 휘밀리지 않아서 횡동이 

수월한점은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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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싱실의 딩사자리 작업을 못 하겠는부분이 있어요. 기린 

미E럼틀의 영거틀 보기 전까지는아파트 얼거까지 지켜와야겠다 생각었어요 

기린 미E럼틀이 얼거되는 굉정을 보고 깨달았죠‘아, 이건 내가 맡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게 내상이 너무 크겠다. 이주까지만하겠다.’고 마음을 고져먹었어요‘ 

그 외에도재건축 조힐을 믿나서 풀어야 하는문제가 있어요‘ 저는제 

기록이 딘지의 역사e_fOI나 보룰장고저럼 보관이 되킬 바리요. 이콧에 살았던 

사람이 후에 잦아오연 너무 낯설지믿 내 흔적이 남있다 느끼기를 바랴는데 

조업을 만나 풀어야 해요 근데 조업을 믿나기 싫어요‘ 없영 맨 없애더리도 이건 

민들어딜랴 설득하기가 싫어요. 감정적으로요. 너무어려율 것 같아서가 아니εL 

‘이걸 내가 해야하Lf, 구청이 울어줘야 하지 않나.’ 싱어요 이형듯 김정적인 부룬 

때문에 못하겠는 부분이 있어요 

텅 빈 아피트를온 적 있어요. 고덕 주공아파트의 이주가 거의 끝나서, 

진구가 마지막으로 가보자고 하기에 가서 늘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너무 을었어요. 1월까지는 있다가 나질 생각인데 지켜보는 

것이 과연 연명한지 걱정스러원요‘ 어디까지 알지 고민이에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한 건 영상 때부터였어요 과전 주공아파트틀 기록하신 ‘이한진’ 님은 과전 

1딘지에서 유년을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미디어에서 이연진 닝을 껄거되는 

1딘지에 울러 세원서는 어띤 마음이 드냐고 물어왔어요.보연서 멍밍 울었어요 

너무 진인해서요.둔존에 룰러서 어떤 마음이냐 줄어보려는 시람이 않을 것 

겉아요. 이주가 몰나연 미디어가 나틀 잦지 못하게 숨으려고요 

션을 그어가며 직업하는 자세도 밀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저|가 이 

프로젝트틀 진앵알 때 사랑하는 맡머니 영정사진을 찍는 기룬이랴고 얘기하는데, 

염까지 내가 맡 밀요는 었다고요. 누군가는 둔흔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실 

거예요.지금 많이 이슈화였고아피트틀 없애는굉경은그 자체로도스팩타클한 

규모니까요. 저는어느 정도삐져 있으려고요 나틀 지키연서 해야겠다 싱어서. 

과전시의 울뿌리 네트워크 

승준규 승준규입니다. 경기도 과전시에 거주중입니다. 과전시는 신도시입니다. 

벅정회가쭉기 얼틀 전에 사인었어요. 그가 마지믹으로 사인한 신도시입니다. 

저는 81년생인데 태어나자마자 과전시에 와서 아파트 지을 때마다 이사하며 

도시와 자줬어요. 신흔 자리고아기도 낳고, 혈 부부와 부모님과3대가 아직 

과전에 십니다. 저는 인류학자이고 도시 공동져|를주제로 연구하는데 제 고양을 

정리해야겠다 싱어서요‘ 

오늘은 과전시의 풀뿌리 네트워크틀 이야기알 겁니다‘ 줄뿌리 

네트원크로 하고 싱은얘기는 결국 살기 좋다는 게 뀔까,고g은뀔까,입니다. 

니아가 신도시, 아파트가 어떻게 고g이 힐지 생각알 여지가 있습니다. 끼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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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아가는 이야기틀 쭉 하겠습니다 

과전산도시의역사 

과전 신도시는벅정의 시대 때 의도지 않게 기획되었습니다‘ 록한에서 

장거리포틀 개발하연서 사격엄위가굉확문까지 닿았습니다. 벅정희 정부가 

대안으로 갑직스에 잦은 곳이 과전입니다.특쪽에 관익신을 두어서 포를 

산이 믹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산 남쪽에 정부 정사들이 .|지합니다. 정부 

정사를믿드려니 배후도시를 만들어야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서율의 인구틀 

룬산하려고 민들었다는데 밀01 인딩니다. 이콧인구는 고작7만입니다. 서울시의 

동으로따지연 두 개 반 정도예요. 인군문산이 목표였다연 안산 정도의 큰 도시틀 

지었어야합니다. 

딩시 도시계획 담당자는 정부청사 일대의 이상적인 도시틀 세우는 

게 목표였으며 가슴이 벅졌다고 얘기합니다. 도시계획에서 고전적인 이른이 

들 있습니다 ‘근린주구’와 ‘전원도시’죠 특히 전원도시 계픽을 이콧에 저음 

적용앙니다. 게다가 독재시대니까 규모가 작은 액지를제공해췄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외랴. 지원해줄 테니까. 도시계획하는 입징에션 너무 중죠. 

하지안 그럼자가 있습니다. 기존의 흔락 공동제를 씌 밀어버렸어요‘ 

원주민은 터전에 살던 사람을 의도지 않게 쭉였다 보싱금 따위보다 농사문으로서 

살아남을 기틀을 마련해 딜러 주징했어요. 타당한 주~I죠. 전세 정도의 

보상금을 줘도 농사문이 도시에서 얻 혜 먹고 삽니까. 이런 식으로 당징돈으로 

g산하여 주고 떠나게 하는 일. 7-8。년대에 성앵한 일인데 아직도 이어집니다‘ 

여전히 신도시 개발의 그림자로 이어지는 문제기도 하죠 

과전이가지고있는모순 

과전은 빚과 그림자가 강해요.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이 있어요. 디시인 

사이드의 부동산갤러리를보연 가축, 노비, 명민, 중민이 있어요. 지빙호족, 

중앙호즉, 왕즉, 용즉까지도요. 아파트명당 가격으로 이렇게 매겨요 거주지를 

가격으로 일률화해서 줄 세워온 거죠 흥미로운 점은깅남 서조 다음 과전이 

있더래요‘ 그러자과전에 사는 사람들이 문언동 딘독주택도 g족, 항쪽에 

포힘하느냐 질문했어요.문헌동은 지하, 반지하주거 구가 35%이에요. 전국에서 

동 담위로는 두 번째로 큰 비율입니다‘ 또 과전에는무허가 비닐하우스흔이나 

구룡마을이 전체 가구으| 3%나 딩니다. 

과전은 살기 중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녹지 조성도 힐 되어 있고 

자전거 킬도 질 조성혔어요‘ 쉴기 중은 도시의 순서틀 매기연 양싱 1우|입니다‘ 

그에 비해 도시의 연실은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여|틀들어. 지금 1딘지를 

드디어 재건축했어요. 101동민 남격놓았다가 부수는데 석연이 엄청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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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등액교옆인데 석연이 무쩍 날리니까과전시는 똑바로 하지 않느Lt, 무섭Cf, 

왜 아무조지를 휘하지 않느냐 띠지고있어요. 심지어 선배가 네 논문을 보고 

과전으로 01사왔는데 네 논문에는이런 얘기가 없지 않았느냐 얘기알 정도였어요. 

줄뿌리시인운동의시작 

이미지는밀연적으로 연실과 다릅니다.근데 이 도시 이미지와연실의 

긴극, 모승에서 줄뿌리 시민운동이 미어납니다. 

과전의 풀뿌리 시민운동은 네트원크 앙식입니다‘ 84년에 과전이 되었고 

87년에 민주화가되었죠 민주확 운동 이후 운동은 원정운동 여성운동, 문효}운동 

등으로 링립니다.그 증 하나가지역 운동이었어요. 지역에서 새로운잉식으로 

운동을 해보자고 모인 사람들이었죠 비판도 져|기됐습니다.중산증 도시에서 

부르주아운동하는 거 아니Lt, 노동계급이 운동해야한다는 주장이었어요.하지만 

지밍자치제도는독재 때 없었어요‘ 민주화와힘께 같이 피어났죠 

1세대들은 지역의 문제틀 얘기혔어요. 아이들이 이형게 많은데 

어린이집이 없으니 지역사회에서 틱아소를 만들어야하지 않느냐‘지역사회가 

아이 보육을 책임져야하지 않냐는 논의틀 였죠과전에서 전국 죄조로 시립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자식을 왜 지역사회가 

믿냐는 인식도 있었고요. 결국 전국적인 이슈로퍼뜨었지만. 

1세대는 생휠과 운동에 낀 식이었어요. 생월을 운동으로연컬하고 운동을 

생휠로 내컸죠. 지앙자치제도가되연서 섣혀|기 소각장이 큰 이슈로대두었어요 

섣레기를 암던 곳이 안 맡는다고 하니 지자져|얼로 섣레기 소각장을 짓습니다‘ 이 

때과전시가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냄새도 심하고 다이옥신 때문에 

인좋은데 왜 크게 짓느냐고 얘기해요.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아파트 8딘지 인 

el£!이 분리수거틀 시도했어요.분리수거를 하고음식물쓰레기를 줄이니까 

쓰레기가팍 줄어요. 인구수를추산하고 쓰혀l기 규모틀줄이자고 역제안을 였죠‘ 

이후 전국적으로 스스혀|기 소각장을 줄이고분리수거를 하기 시작었어요 

세대영 풍뿌리 시민운동의 연화 

2셰대들은97년 전후로 나타닙니다‘ 기존에는 딘지| 형식이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였는데 2세대들은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룬회도 되어 있지 않아요 

동화 얽는 어른들 모임, 자원용사 모임, 기타 지는 모임, 같은동네 모임, 노래하는 

모임, 학교 폭억 문제 해결 모임 등이 우후쭉슨드러나요 이런 담위로 풀뿌리 

운동이 전개딩니다. 재미있는 점은 2세대도아동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20。1년 서울 얀 어린이집 급식에 쓰레기같은 음식이 나왔어요‘ 그결 보고 

과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와 조려|틀 잦아보니 었더래요. OfOI들의 안전흰 

먹을거리틀 보징하도록조례틀 고지자고 서명을 받아요.옛날에는 딛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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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었는데 개인의 이를으로 구성였죠‘ 운동의 저변은 녕어지고 책임강은 

가벼원지는 형상입니다. 

3세대는 20。7년 전후에 나왔습니다. 명엄흰 사람들이 유입돼요 

2세대만 해도 386세대였지믿 3세대는 9。년대 학번입니다. 한살림, 

공동육아영동조업, 동화 읽는어른들의 모임 등에서 영동조힐을 공부하다가 마을 

사랑앙의 일요틀 제기해요. 모임에서 술값, 커피강이 너무 나가니까이 돈이연 

우리가 자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숱. 커미,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있는 

음식, 이런 욕구틀 모아서 모두 가능한 공간을 만들자고 걸른지어요.근데 과전은 

임대료가 놓아요. 사람을 더 모아야 했죠. 이 때 인터뷰 내용이 흥미톨죠‘ 힘들고 

괴톨지민 결국 사람들과힘께하며 즐거워서 운영한다고 해요. 경제 관점에서는 

손익 룬기점이 넘었는지 살며야겠지만 사회적 관점으로는 관계가 기준으로 

직용앙니다. 다앵히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3년인에 슨익 룬기점을 

넘겼어요. 

4세대도 2017년 전후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세대들입니다. 4세대들은 

기존의 1,2,3세대와 조금 다틈니다‘ 기존세대는아이들의 고g을 인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저회는과전을 고힘으로둔 그아이들이에요. 도시와힘께 성장한 

사람들이요. 과전 정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행사나 여러 활동을 힐니다‘디01동 

102호,et는 과전 주공아파트잭이 있습니다. 과전 청년 모임에서 동네 진구에게 

둔존 주공아파트 잭을 얘기혔더니, 1년 빈 안에 잭을 인들었어요 

.이제는 질 때. 이런들어떠하리 저런들어떠하e1. 이 복잡안 심정틀을 

뒤로하고어쨌든 내 고양은 사랴진다. 과전의 중앙.중잉동의 중앙1딘지. 

과전 산도시의 시작이었던 과전의 모습을 고스린히 담고 있던 1딘지는 

이제 역사 측으로 시E씬다‘ 딘지가 없어질 때가되니 저음생겼던 때로 

돋아간다. 늘 자로 팩 자 있던 주자징과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아파트들이 이젠 자가 몇 대 없는주자징으로어린 묘목들믿 얼기설기 

있었던 옛 모습들로 를아간다.” 

이 진구는 나무틀 픽 힐랴낸 이후틀 왔어요 옛닐이| 1딘지를 짐깐 

떠났는데 이사가며 율었던 때가 다시 떠오른다고 얘기했죠‘ 

.이제 한 가지 바림01 있다연 부서지는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문언동으로 이시혔지인, 중앙동으른 잉으른발걸음이 갈 일이 않아서 

고민이다. 멘스를 지기 전에 나무를 베고 연관 계단들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앙지해놨다‘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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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보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싱다 힐니다. 책을 얽으니 심정을 

힐이해일수있었어요. 

줄뿌리네트원크의 동력 

여하튼 1,2,3세대틀 거져 과전에는풀뿌리 네트워크가 엉성딩니다‘ 

네트원크는 일싱 ;에 숨어 있어요. 일상엔 힐 인 보이게 숨어 있다가 문확적 

코드가 맞으연 팍 모여 가시적인 횡동을 하고흩어져요. 뭐가 이들을 울직이게 

하는지 보고 싱었어요 우션 사람들에게 도시인식과 의미틀 을어왔어요. 그랬더니 

과전은 사실 집이 비싸고 출고 버았다고 담합니다. 이 집을 필든 전세를빼든 

다른 동네에서 더 크고 냉고 깨끗흰 집에서 쉴 수있어요 하지믿힐 이사가지 

않아요. 정제성이 뚜렷힐니다‘ 사람들이 서로아파트 원주민이리고 울러요 아파트 

짓자마자 이사와서 아직 안 나가는 사림01 널려 있어요 더울어 사는 데에 관심이 

없으연 과전에 남아있지 않겠죠 집에 나가서 신쩍하고 사람들에게 안부인사틀 

히려고 남아있딘 얘기예요‘ 과전은 공동제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작아서 

뭔가틀 하기 중습니다 아이들의 고g을 만들어주고 싱다는 얘기도밍고요 

첫 번때 문화적 코드는 ‘부모됨’입니다. 반발의 여지가 있겠지믿 제가 

보기에는부모가되연서 지역을 새톨게 보기도 합니다‘ 가영 아이들이 노는 중잉 

공원 나무에 익을 집니다. 보호자가뀔 지냐고틀어보니 농2/01래요. 말이 인 

되잖아요. 보호자들이 다 모여 서명운동하고 조려|틀 바꿨습니다.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만화가의 그립을 보시연 2세대의 아버지를입니다. 직기에게 가서 조례도 

바뀌야 하고 이것저것 해야 한다니까 부성애는무섭다며 그린 그림입니다 앙진이 

엄께한 양상이 보여서 부모됨이랴고 명명했고요. 

두 번째는‘이웃됨’입니다. 힘께 하는즐거물의 딘계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동지됨과는 달러요. 옛닐에 획생운동, 민주확 운동 시절에 동지됨이 있었죠.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며 누군가 집혀가연 그 자리틀 째워 조직을 이을어야 연다. 

이에 비해 이웃됨은 내가 미음 맞는 사림들끼리 모일 수있는 걸 일컬어요. 

또 이웃은 욕엉집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뜻이 동하연 이웃이에요‘ 과전에 살연서 

OfOI들이 자연에서 뛰놀게 하고 싱은 부모들끼리,뭇이 동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건너떤이나 다른 동네의 사람들끼리도 이웃이리고얘기힐니다. 

그러니끼 네트워크 잉식이에요. 

예시로 ‘과전 음잇이’et는 지역 카떼가 있습니다 이콧에서는 아이를 

힘께 키워요 내가 옆집 아이틀 안 시간 돌와주연 상대앙에게 안 시간외달리고 

노동역을 교환힐니다.지역 회예죠. 아이가 어리연 즐보느리 여성들의 경져|휠동이 

어려원지잖아요‘ 이 탓에 자존깅이 떨어지고 고립되는데 노동대 노동으로관계가 

얽히연서 생산하고 있다는 기문이 들죠 아이를 엄께 키울 수도 있고요 

어느 인터뷰를보연 아이를 대학생까지 보냈는데 돈을 안 쓰섰대요.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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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수학억원 보내지 않고 음앗이로 해컬혔대요. 너무 놀러줬어요. 과전에서 

가장 중요한 허부조직이에요. 동원되연 빈잔 150인문 씩 만들고 거대한 입싱이 

믿들어지고엄청나요. 

이웃됨의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떼쇄성이죠 공동제는인들어지연 

형상 떼쇄성이 따랴융니다‘ 모임에 들어을 때 심사하고 심사받는 모습저럼. g싱 

떼쇄성을 넘어서려고꾸준히 노력해야힐니다‘ 그결 과전에서는 시민됨으로 

옵니다‘ 

과전은 살기 중은 곳, 비샌도시로 힐 일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시민들이 

일고 보니 압을 굶는 애들이 있더et, 획교 끝나고 길곳 없는 애들이 있더랴. 하고 

공적인 문제를 힘께 해컬하고자 애써요. 나틀 넘어서고우리틀 넘어서 지역적 

문제를 엄께 해결하려고 해요. 이린 자지에 잠여하는모습을 저는시민됨이리고 

부릅니다 

선엄이 있으니 자신김01 룰습니다‘ 가형 비닐하우스존에 공부응IOI 

밀요하연 이전에 공부앙을 민들어온 사람이 모여서 시스템을 만듬니다‘ 

직접 운영알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인수인계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됨에서 

비롯앙니다. 

4세대가 등장하며 나온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과전다울’입니다. 

지역 정제성 인들기여|요 지역 정체성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를 가시화하는 

직업입니다. 아이들이 과전에서 성징하며 흰경, 사회적 관계, 도시경관, 문화적 

경엄 등의 공통적인 정엄이 있잖아요 이것을 과전다율이랴 부르기 시작잉니다‘ 

이전세대에서는 정팍하게 표연하지 못했는데 4세대는 지|화하연서 구져|쩍알 수 

있었죠‘ 과전다물을 뚜렷한 상징으로 안들어가는중입니다. 

울뿌리공른장의기반 

아까도 얘기였든과전은 숨은 네트워크를 옴직이는 문화적 코드가 

존재앙니다 • • 이거 하실래요?·,“아뇨 전 d뻐서 안 맡래요’이런 관계가 느슨한 

관계망입니다‘ 근데 관계망, 네트원크는 수딘입니다‘ 네트윈크로 풀뿌리 공른장을 

믿들어야해요. 

엉게 말하연 제가 억울한 일을 ..r.꼈을 때 하소연알 곳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는여러룬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해결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얘기알 수 있는풀뿌리 공른징이 있습니다. 개인적 어려울과 지역적 

어려울을 포필하는 장이요. 과전은 지속적으로 노역해서 네트워크가 안들어졌고 

네트원크는 풀뿌리 공른장과사람을 연결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으| 근온 요소를 

살기 중은요소는 셰 자원을 힘깨 고려해야힐니다‘하나는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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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입니다. 신도시랴든가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외야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계틀 어떻게 맺는가입니다‘ 엉집 사람과 어떻게 관계맺는가, 이형게 넘나드는 

관계망이 있는가. 마지막하나는 사림들의 의미입니다‘ 내가 도시에 어떤 의미틀 

걸고 있는지, 의미가 모여서 어떤 싱징을 이루는지. 

엄게 물리적인 조건으로 만딘해 살기 중다고 얘기하지믿 아닙니다‘ 

송도가 중다하지만 유영 신도시같은 곳이 됐어요 짓기는 다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운잔 흘러 같은 사람들은 셰종시도 승도저럼 되어야한다고 

주징합니다.물리적인 조건이 전부는아니잖아요‘ 살기 중다는 건 누구와 

힘께한다는 느낌을 믿아야 영니다‘ 고립되지 않아야해요 으|미를도 중요한 

요소고요. ‘너도 그거 알Of? 나도 일Of! 우리 동네에서 어디는 뭐가 맛있지‘. 

이런 얘기에서 “과전이 이러연 인되지‘ 과전은 녹색 도시인데 왜 이러지?” 

공검하는 것까지 포힘허|야 쉴기 중은 게 아닐까요? 

고힐의진정환의미 

고힐은 물리적인 장소보다 마음속에 있다고 몹니다. 극딘적인 예시로, 

후배가 죄근 재일동포 2세에 관안 논문을 었어요. 일본에서 밍빅받으며 자리서 

부모님의 고항을 그러워했대요. 나의 고양은 부모님의 고양이리고요. 믹상 

부모님의 고항을 갔더니 일본사람이러며 구룬혜요.구문하다가도 일온어틀 

가르져딜러며 이용하죠 고양에 돋Of왔더니 다시 일본 부모님, 일던 사람이 

그리원요. 결국 일본으로 돋아가도 다시 이앙인으로 휘급돼요‘ 이 사람들의 

고g은 어디일끼요 물리적인 장소가아니에요 이룬은 고g을 짖는 과정을 거푸 

실매하는 사허|이고요‘ 

인간은 대개 고g을 두려 잉니다‘고g을 생각알 때도세 가지 요소틀 

고려해야 알 듯해요. 물리적인 장소와지리적 요소, 만나는 시링, 공김하는 의미요. 

셋을 다채우는 마음 속 그릇을 고양으로 룰러야하지 않을까요. 믿악 아파트 

키드에게 적용하연 어떨까요? 

고힐은 시림들과의 관계,공감하는 의미가 어우러져서 민들어져요. 

룬리적인 공간, 고정관념을 해제하연 아파트는 증룬히 고양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고양이 힐 수 있어요‘ 

승준규 하실 이야기가 있으연 펀하게 말을해주셰요. 

짐여자 둔존 주공아파트는 주민과 개발사와의 합의가 원횡하게 이루어졌나요? 

이인규 주민이 많다 보니 주징이 나쉽니다 업의가됐다는 주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주민도 있어요. 재건축은 결국 다수걸로 진행되잖아요.둔존축져|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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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이 주목믿지 않기를 원하는룬도계셰요 이주하는 중이고 조인간 영거알 

텐데도채 조융되지 않았어요. 조잉, 입주자 대표회, 조잉 반대파,그 문화마까지 

있지만 다 다른 의건입니다‘ 원만하거| 해결하지 않았는데 다수결로 진행해서 많은 

갈등이님습니다. 

짐여자 80% 이상이동의힌다수결이었나요? 

이인규 비융은 정팍히 모르지믿 흥회의 규정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빈대하는 

입장은여전하죠 

짐여자 보상은알나요? 

이인규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개발은 보싱금을 믿고 떠나지민 

재건축은보싱금이 아닌 추가 운딩금, 희밍 명혈을 믿는 식으로 보상맡아요. 

변동 가능한, 퍼샌티지가고정되지 않은계약이 건설사에만 유리하다는 주징도 

있습니다 합의가 덜 되었죠. 낄끔하지 않아서 찍기 난 어르신도 계세요 그런가 

하연 이제야 재건축되어서 너무 좋다고기뻐하시는 문도 있어요‘ 온도 자가 많이 

닙니다. 

짐여자 저는 ‘두리반’에서 젠트리미케이션’ 윌동을 하는 진구가 있어요 

~영자 입장에서 잠여하다가 옥바리지 골목과 관련한 횡동을 하게 

됐어요 골목의 여관 사징님의 말음을 듣고 늘렀어요 강제 이주틀 딩일 

맨혔고 지금은이주흰 상태인데 과정이 무쩍 폭역적이었어요. 거|다가 

언른에서도 악성 유언비어를 떠뜨혔어요. 조업장이 알박기틀 했는데 

여관 사징님께서 알박기틀 힌다고퍼뜨렸죠보싱금 때문에 버틴다는 

얘기도 돋았고요 사장님께서 싱저를 많이 믿으셨어요 둔흔은 딘지가 

커서 이런 문제가덜하다는생각은들었어요 

이인규 소유주는그런문제가없겠죠하지만둔흔주공아파트의 70%는 

셰입자예요 소유자들은 웬만하연10억 이상의 자산가인데 이곳에 사는 비융은 

적어요‘ 소유자였다가 재건축한다는소식에 세입자로 바문 룬도 계시지만 몇 안 

딩니다‘ 재건축을 앞둬서 전세가가 정말 씨요 20명대가2억이 안 되는데 액교와 

흰경은 괜찮아서 정은 부부, 아이를 키우는 룬들,돈이 얼마 없는문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6000세대가 딘번에 삐지니 전세 대린이 일어요 근저의 전세가 

1,2억펙 막 을랐습니다‘ 길콧이 없어서 못삐지는 가구가 생기갱죠. 이런 상용인데 

전세자금을 대줄해준다는 식으로 대응하니 걱정팀니다 둔존 푼 아니리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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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피트도 남리여|요‘ 

재건축이 롤린 싱황이 어머연 당연흰데 아파트들의 건축 시기가 

비슷했어요. 80년대 몰자릭 반포, 여의도, 짐실, 깅동구, 둔존동, 고덕동끼지 

개말했거든요 압구정은크고 비싸니 재건축하네 마네 하며 논의 중이고 빈포는 

펀 곳도 이제 믹 하는 콧도 있는데, 강동구는다 재건축을 하니 이주를 해야 하죠. 

주민들 링콧이 마명잖아 부동산에서조차 걱정엉니다‘ 지금 거래가 휠말해져서 

중지 않으냐 룰었더니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뛰어서 소개해주기 어엽대요‘ 근앙에 

미사 신도시, 위려| 산도시에 많은 집이 지어졌지만 새 아파트리 다 비씨요. 전셰나 

매매나‘ 요즘은 전세와 매매가 영 자이도없고요‘ 

저는 셰입자지만 강동을 뜨려고요. 보이지 않는 곳, 샌 곳으로 가는데 

둔흔 커뮤니티가 끈E해요‘ 둔흔 성딩 커뮤니티가엄정닌데 성딩이 지역구로 

묶이잖아요.까읽에 지역을 못 떠나는 룬도 계셰요. 특히 우리 윗세대는 둔존을 두 

번째 고g이리고 얘기하고 지역진구가 많으세요. 하지민새로운 관계틀 맺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죠 문효}선!터리도 가며 사람을 만나야하는데 여력이 없어요 

떠나연 고립짙까와 동네틀 못 떠나는 상용이죠‘ 이형게 못 떠나는룬들이 이주 

이후에 많아서 걱정스러원요‘ 흰펀으로는 이룬들의 형땐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용을 노리고들어온업자가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져서요. 

짐여자 지앙 중소도시에 집을 구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인규 요즘 하님등의 지앙도시가 있지인, 그쪽도새로 지은아파트가 많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비싸죠. 다양한주거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내보내니 너무 대책없어요‘ 보상도 이주비를 마련하거나 대줄을 해준다는 

정도에서 그지니 답답영니다 게다가 대책을 마련해달et는 목소리가 모이지 

않아요.하나으| 운동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지역 정서가 순해서 온인의 곤란엄을 

인탄하며 떠나는 경우도 있고iζ 옥바리지저럼 어디로 가야 믿지 모르고선 

쫓겨나죠 

짐여자 두리반이나 다른 곳도그래요‘ 여|슬7f, 미술7f,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양의해도 건설자의 마지노선에서 넘어서힐 못하더리고요. 몰내 쫓겨나는 

시스템이 문제인 것 겉。}요‘ 

이인규 기존 주민의 인권, 거주권의 중요성을 조빈에 검토한다연 이형게까지 

무자비하진 않았으러리생각허|요 둔존 주공아파트도 재건축 이야기가15년인데 

대쩍 없이 내롤러잖아요. 우리나랴의 한계를 느껴요. 거주권도 무시되지안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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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자원을 밀어버려서짐Of위워요 

나무도 인타깜죠 알아보니 흰정 영힐 명가틀 혜요.그곳에 뭐가 있는지 

조사하는데 명기자가 건설사예요 끼닭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건설사가 거의 

없어요‘ 조사 내용을 보연 엉밍진징으로 구색만 갖혔어요. 제 심자가 명가해야 

하는데 건설사가 사업하기 전에 측 보고 영 거 었다고 기록해요 이런 모습을 

보연 사업을 위해 재건축과정을 복잡하게 민들었나 싶어요 사람들이 E뼈하지 

못하게끔. 

과전 사람들은문제를 효율적으로해컬맡줄 일아요‘ 공무원이 모여 

시작해서 조례틀 만들어야 흰다고얘기맡 수있죠 앵징적 절자를질 아니 

대응논리틀 만들어내요.승마구도 주민들이 연호사나고액역자랴 엽적으로 

곧장 대용해요‘ 둔흔동에도 업에 빠식한 이들이 있지만모이지 않아요. 문제틀 

인지해도 해결밍엄을 모르니 다 g습니다. 가진 자들은 지식으로 원하는 것을 

지키니 속상했습니다. 재건축과정에서 역시 배워야하는구Lf, 내가 압을 

일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여자 아까킬고앙이 밀을하셨잖아요. 저| 고양은부산이고 주공아파트이| 25년 

정도 살있는데 부산에는 킬고앙이보다 들개들이 무리 지어 쉴Of요. 

야생에서 개들은 늑대저럼 무리 생횡을 허잖아요. 개 무리가 숨어 었다가 

임01 되연 짖어요. 우|영하듯이‘ 특히 부모님이 아이들 안전을 걱정앙니다. 

둔흔동은그런문제가없었나요? 

이인규 둔흔은 들개 문제는 없어요. 다안 이주를 진행하연서 개나고양이틀 

버리고 가는 일들 때문에 CCTV틀 설치해서 믹아야한다는 주장은 나읍니다‘ 

저희 동네에 씨가 정밀 많아요 날 수 있으니까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갱지만 써들도영역이 있고늘 다니는골목이 있대요. 그런 것들이 다 

샤리지니 개네들도 난민이 돼요. 나무틀 지키지 못한데다 새까지 케어알 수 없어 

많이 O벼습니다. 잡이다 이주시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고잉01는 해보고 싶다고 

생각였던 이유가 사람과 1:1으| 관계틀 맺습니다‘ 이릉도있고 주민들이 고S따|으| 

싱주구역을 일아요 게임으| NPC저럼 늘그콧에 있고동네 진구로 생각했는데 

놓고 가기는 싫었습니다. 

나무도 사람들과관계틀 맺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 맨날 보던 

나무 링은 식으로요 지키지 못해서 아쉬워요 아직 나무는 얼거 전까지 노력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노력알 겁니다‘ 모두 살힐 수는 없대도 몇이랴도 더 

살리고싶습니다. 

짐여자 나무 얘기틀 듣고 생각났는데 저의 동네에 흐르던 개전을 믹아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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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곳이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사업을 중아하셔서 개전을 다시 

얼겠대요 그러연서 40년 이상 펀 메타세쿼이아 나무틀 많이 베는 

사건이 멀어졌어요.부전은 줄되근을 하시니 낮에 비잖아요. 저저럼 

한가한 예술가가 몇몇 시민단체와 혐께 믹고 섰습니다. 맨몸으로 서서 

막다가 식사하고 즐아와 막는 실링01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주밀에 쉬는 

등을 타 40여 그루의 나무가 담번에 없어졌어요‘ 메타셰쿼이아는 크고 

높은데다 40살 이상이니 잔념이 남았을 거랴 생각했어요. 베인 모습을 

보는데 그루터기가 피를 흩리는 듯하고 너무 마음이 아있어요. 

그래서 SNS로 나무의 목소리를듣고드러낼 사람을 모있어요 

그루터기에 진한정적인 도구와 밀가루로 나 살아있어요 말하듯 스텐실 

표연을 하는 져|사틀 지냈습니다. 컬국록개전은 드러났고 정혜진 대로 

연못으로대제되었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저는 그곳으로 신잭을 안 가요 

개전도 이삼하게 안들어졌고값다가 비내리연 수를될까외 못 가갱어요. 

도시 계픽이 이런 식으로 줄곧 일어나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연 이형게 하자 생각안 계픽을 말을드리고 싶어요. 

놀이터에 시소를 안든다든가 의자를 안드는 일이요. 힐린 나무로 공ζ써| 

생명을 물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아왔어요. 조딩정 흩메이지에 

들어가연 나무는국가재산이러 태우지는 못해요 조|소 가격으로 매겨져 

만매돼요‘ 재사용하연서 되살릴 수 있겠더리고요 작은 나무는 이주 

계픽이 있지안 큰 나무도 되쉴리연 중겠다 싱었어요. 저는 비어있는 낮에 

동료틀 만닐 수가 없어서 실전에 픔기지는 못했지안요. 

이인규 둔흘동은 사유지예요 조딩정 쪽으로 가진 않겠죠 그래서 조힘을 안나야 

하는데 너무 만나기 싫어요 중요힘을 모르리랴는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설득하연 

뭔가 바꾸|러리고도 생각해요 그러연서도 변화알 사람들이연 진작 바뀌었을 

거리는 룬노가 있어요 감정을 내려놓고 설득해야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엄드니 안하게 돼요 구정2f는 딘지 바깥의 가로수를 지켜내리고얘기하려고요‘ 

사유지가아니니까. 

게다가 베인 나무로 뭔가힌다니 너무 슬퍼요‘ 조|대한 설리는쪽으로 

앵동하고 싶고 베인 나무로 하는휠동은아직 생각하고 싱지 않아요 모두 베이는 

상용을 상상하고 준비하자니 무상김이 듬니다. 몇 개 쉴린다연 나머지는 그형게 

해보연 좋겠다고 생각업니다 

짐여자 아피트 재개발은 실 소유주가모두 잔성해야하나요? 

이인규 정픽히는모르지만 60% 과반이연 조잉원들이 모두 잔성하지 않더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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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알 수 있어요 공동 주거 형태에서는재개발 구픽에 묶이연 내 의사와 

싱관없이 개빌딩니다‘ 내 집은 안 하겠다고 해도 모두가하겠다하연 열 수 

없습니다‘ 이거에 화나서 집을 만매하는 문도 계세요‘ 

짐여자 제 소유물이지믿제가동의를 하지 앉아도 진앵되는군요. 떠센티지를 

넘었으니끼. 

이인규 네, 어머연 잔인영니다‘ 

짐여자 저는 망미 주공아파트에 살아요 저억 집은룬잉믿아지금까지 살아서 

동네의 변화를 지켜왔어요 20년 조금 안 되었을 때 재개발 위원회가 

생컸어요. 서울은 3。년이 지나야하지만 부산은 2。년믿 지나도 

재개발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은 반대파였어요. 이버지가아파트 설계틀 

하셔서 재개발하연 일어날 문제를아셨어요. 다른80년대 지어진 

집들이 재개발되연서 재개발하자는 사람이 늘었는데 다른 이피트 재개발 

과정에서 녹지 문제가 터졌어요 그걸 보고 잔성파도 돋아섰습니다‘ 딩시 

개발사에서 잔성연 룬들 안감증명을 받아 갔는데 열쩍하겠다고 잦아가연 

지금 조잉장이 자리에 없다연서 인 즐려주려고수를 셀었죠 

재개발이 5년 넘게 흐지부지되연서 몰내 엎어졌어요. 재개발이 

엎어지연서 두 가지 연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아파트의 시설이에요. 

원래 매우 냥있었어요. 아파트영리베이터 억 프레임이 다 까져있을 

만큼요 재개발이 엎어지니까이거 바꾸연 20년은 더 쓰겠지 하연서 

엘리베이터틀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로 리모댈정하는 집이 늘어났어요 

아파트에 더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죠‘ 

우리나랴 아파트는 사각형 구조잖아요. 내 앙 동에 수명으로아파트 

있고 영쪽에 직킥으로아파트가 있는 식으로요‘ 저회는좀 다르게 

동신을 아파트가 둘러씬 형태예요‘ 동산이 2개고 연못 있고 그걸 룰러샌 

느잉이에요. 

이인규 리조트 느낌 나갱어요. 진찌 멋있어요. 망미는 부t뼈| 가연 꼭 가야 하는 

곳이죠‘ 저도 회사 줄징 가서 아짐에 염을 내 다녀오고 성지순례했다고얘기한 적 

있어요 망미, 둔존,과전, 80-86년대 안든아파트들 딘지 구녕이 중아요 이후의 

아파트는 건물을 가징 효율적으로 배지하는 데에 몰두하니 지금의 격자가 나왔죠 

그중에서도 망미는 구조가 너무 중아요‘ 건축 쪽으로 대억원을 갔는데 

돈을 모아 망미 주공을 사놓자는얘기를 알 정도예요.조합원이 되어야 연다연서. 

밍미 주공은 아파트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이버지를 한 번 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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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신 문이연 주택공사에 계었나요? 

짐여자 주택공사에서 일하시는데 업체에다 설계 믿기연서 설계, 사업을 힘께 

하셨어요‘ 

이인규 망미는 어디서 혔나요? 설계사가 어디 룬이셨어요? 

짐여자 그건 져|가모르겠어요‘ 

이인규 둔존은 ‘정럼’ 건설이었어요. 정럽의 역사가 깊은데 당시에도 

작가주의였어서 설계가 달러요.주택공사 인에 설계실이 있어서 누구의 

직픔이냐는 논란이 있었지만요.어뤘든 그시절에는 내가 살 집이다생각하는 

이상주의가 있어서 이런 아피트가 인들어졌던 것 같아요. 망미 재개발이 

엎어졌다니 너무 기뜸니다‘ 

짐여자 아직 재개발 이슈가 필돋꿀를 해요. 근데 어떠다 보니 언른이 진환경으로 

띄워져서 이미지가 생겼어요 밍미가 익간 섭 같아요 자로 아파트틀 

드나드는줄입구가하니여|요. 덕문에 내부에 조등억교, 중액교가 다 

있어요 게다가 진횡경이러니 젊은 룬들이 애틀 키우려 들어오셔요 

아피트가 짐점 형어지고 있죠 이린 이미지, 큰씹트틀 이용하연 지키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재건축으로들어갈 듯하연 동네의 징점을 빌굴하고 

언른사를이용해서 딜러 떠뜨리는 식으로요.손을 대연 비난밑도록. 

이인규 둔존은 재건축 얘기가 15년 전에 나와서 이런 정서가 없었어요. 마짐 

부동산 정기가 미진 듯이 오르던 시기리 다들재건축은 대악이랴고 생각했죠. 

우리가 얻 잉게 딛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요즘은 재개발보다는 리모댈링으로 

전g되는추세리고도 하더리고요 믿악 둔존 주공아파트재건축 얘기가 이제 

형성됐으연 막을 수있었을 것 겉아요. 시람들의 인식도 변했으니까요. 

재건축을 오래 을어서 슬픈 것이 또 있어요. 재건축이 엉어지연서 

엘리베이터도 바꾸고 사람들이 집에 돈을 쓰잖아요 내가 내 집을 가꾸며 사는 

것과 떠닐 장소로 여기고 버려두고 사는 것의 자이가 동네틀 다르게 믿들어요‘ 

과전 등에서 느꼈지믿둔존은 너무 냥있어요 아파트를수선하는 목적으로돈을 

보관하는아파트 장기수선 증당금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이 펀다는 시점부터 그 

돈이 관리비에서 점점 줄어요. 15년동인 끄니 관리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인돼있어요‘ 
r안녕,둔흔주공아파트J를 하연서 닝은아피트가 중다니까 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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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는 맑은곳을 중아하는구나. 하고 낡은동네를주전해주셰요. 저는둔흔 

주공아파트가 질 관리되던 시절의 예쁜동네를 사랑하는데 오해하시니 무척 

슬떠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가꾸다 떠나연 윌샌 아를딩겠다고 

생각해요. 화려하고 비싸지 않더랴도예변게 꾸미고 밖에 찍문을 키우던 모습이 

거의 시랴졌어요. 많이 슬떠요. 

준규님의 말음을 들으며 과전과 둔존은 무척 다른데 왜 교깅알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흰정적으로 들다 정을 울일 수있고 사람들과 교류일 수 

있어서더리고요. 울른 과전에선 사람들의 계층 등이 다르니 하나의 조직이 되었고 

저흐|는알음알음 이웃으로몰났지믿요 여하튼 하나의 도시나 마을, 딘지를 만들 

때 물리적인 횡경 푼 아니랴 사람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구싱안 시형이 있었어요 

요즘은 ‘커뮤니티 센터’리고공간을 아파트 안에 넣어두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쥐힐01 맞는지는 실제로 안나보|야 일잖아요‘ 접촉이 거의 없어진 건물 

형태에서 과연 효용이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애틀 키우지 않고 내가 놀이터에 길 

이유가 없으연 이웃을 만닐수가 없잖아요. 

미디어에서 프a쩌|버시틀 더 중요시하는 소비자 고정관념을 

믿들었다고도 생각해요. 건물을 더 멀게 인들어두고 사림들은 이웃과의 교류틀 

싱어한다는데 우리가 목소리틀 낸 적이 없었던 거죠. 기실 사람들이 오기며 누가 

사는지 일아야안심이 되잖아요. 정획히 누군진 몰랴도 맨날 보이던 사림O띠L 

영집 Of들이네 정도민 알아도 월샌 고립감이 덜 알 텐데요 

.금전으로 보싱일 테니 나가.” 하연 순순히 받아들이리러 생각하는 것도 

괴로원요‘ 근데 제가 반포주공아파트재건축 설명회에 가서 순순히 맏아들일 

수엮에 없구Lf,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느꼈어요‘ 집 하나틀 째개발하연 작은 집 

두 개를주는데 하나하나 무쩍 비씨잖아요. 나한터| 오는 혜택이 생각보다크구나. 

사람들이 반응일 수엮에 없겠구Lf, 혔죠‘ 떼쇄성을 비난하지만 중아하는 이들은 

재건축을 바라보겠구나하는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죠. 

짐여자 저는 매우 반기웠어요 얻동안‘래미인’ 같은 아파트를믿왔거든요 

주연이| .우리 집에 와왔니?·랴는말을 ‘우리 빈포 자이에 와왔니?” 

하고 을어보는이풋이 있어요. ‘위브’이| 와왔니? 이런 질문을 하는 

특이한 사람들을 보다가 둔존 주공이랴니 담어가 중있어요. 저와 비슷한 

정서같아서. 

살기 중은 콧을 좀 더 얘기하킬 바뤘어요.왜냐연 죠|근 몸이 아프연서 

건깅해져야한다는 깅벅감이 생겼었는데, 이프지 않다기보다 아픈데도 

심을 지욕하는쪽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깅벅관념에 의료~겁이 끼어들연서 아주 밀끔해야 건강허다는 인식이 

생컸잖아요. 이저럼 중은주거횡경도 떡 계픽되고 힐 틀러씨여야 중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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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틀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전원생활, 전원주택도 비슷흰 액럭이죠. 

물리적인 조건이 좀 좋지 않아도관계로극록맡 수있다고 외요. 관계를 

민들어나가는 직업이 밀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쪽의 얘기틀 더 듣고 

싱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여하튼 준규님은요즘관계를 만드는 

직업을 어찌 하시는지 궁금혜요 

승준규 저는 재건축 때문에 이사틀 가서 겨우 과전 외괴으로들어왔어요‘ 

‘선바위’리는 곳인데 비슷하게 쫓겨나온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정은부부를인데 

다섯 가측 정도가 진해졌어요. 열 사람의 부부와 여댐 명의 아이들이 얼틀에 네 

번씩 슐 파티틀 영일 만큼 진해졌3ε 선바우| 인에서 써톨게 뿌리내리고 사람들과 

힘께알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아이틀 키우는 입징에서 알 수 있는 일틀을 

잦아보는중입니다. 그러다 보연 다른 입장으| 시림들도연결되고 선바위에 공고히 

뿌리내렬 수 있겠죠‘ 이러다 이곳이 살기 좋은동네리고 여킬 수도 있겠네요 

엉웅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프리카 식민지를 다룬인류학자의 연구가 

있어요‘ 원주민 생얻을 하던 사람들이 공징, 농징으로 가연서 뚱룰이 흩어져요 

픔격 기도 엣닐 앙식으로룰에서 고기를 잡으연서 쉴 수있어요‘ 하지안 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잉어서 고기틀 잡지 않고 굶어 쭉어간대요. 원래 그들 

심의 의미는 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리 관계 속에서 자신이 왜 살아야하는지 

룰색였기 때문이리고얘기하더리고요. 말을대로 아파도계속 쉴아가려는 의지, 

우리가 계속 우리 인에서 쉴아가려는 의지를이어가는 것. 그것이 사는이유고 

지속해야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인규 멋진 말을 할 들었습니다. 둔존 재개발이 필나연 제 일은 끝나잖아요. 

새로운곳에 쉴아야 연다고생각하며 동네를바리보니 아쉬운 부문이 있어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며 이런 난점을 개선하고 바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동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중아 보여요‘ 

짐여자 저는 그런 싫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주알 지역을 

정하셨나요? 

이인규 획교가시립대리2년 석사알동안은거기서 살고제가살고싶은동네를 

잦아보려 합니다. 좋은동네 있으연 추전해주셰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사앙니다. 

Apa•ments K;ds’Apa•ment 325 





시와영의연흩고려 

포에틱저스티스 

포에틱 저스티스의 퍼포먼스 

1 시인의시를래펴기프에트리슬램으로 

퍼포먼스 

2 래펴의 럼 가사틀 시인이 입지|닝독으로 

퍼포먼스 

3 문액굉징연재 ‘일인시위’퍼포먼스 
4 관객이 자기의 시를 직접 무대로 나와 

닝톡 후 임씨메타가즉석 떠포먼스 

The c。nnecti。n between 
p。etryand rap 
p。etic 」ustice

Perf,。rmance 。fp。etic 」ustice

1 The p。et’s p。em is presented as 
a rap perf。rmance 。fp。etry slam. 

2 Perf。rmance in which a poet 
recites a rapper's lyrics 

3 Literary Plaza series 'One-man 
Dem。nstrati。n’ perf,。rma nee 

4 After the a udience read their 
poetry direcijy 。n stage, MC 
Meta perf。rmsasp。ntane。us
perf,。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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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랩의 연결고리 

The connection between p。etry and rap 
포에틱저스티스 

김용연 안녕하셰요 저띄는‘포에틱저스티스’et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시와 

랩의 연걸고E「틀 주장하는프로젝트리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음익 명른기로 

물리기도 하고, 랩이나 R&B같은 흑인 음익. 특히 엉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월동을 하는 저널리스트 김용연이리고 힐니다‘ 

잉으멘~안녕하셰요 저도잉금 용연씨가 소개하신 것저럼 노스탤지어에서 

래퍼로 있는 MC머|티러고 힐니다‘ 

김경주 안녕하셰요‘ 저 역시 포에틱저스티스의 멍버이자시틀 쓰고, 연극 작업을 

하는 김정주리고 합니다. 반겁습니다 

김용연 오늘은 시와 랩에 대해서 힘께 이야기 하고, 각양각색의 떠포언스도 

보여드러려 합니다. 먼저 포에틱저스티스 프로젝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포에틱저스티스는 제가중이혔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어김이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포에틱(poetic)OI ‘시적인’이란 뭇이잖아요. 시인과 래퍼가 만나 팀을 

이웠는데 저회를 이색적인 조앙으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시와 랩이 서로 안 

어올린다거나 억지로연컬힌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MC메타저음엔 음익하시는 룬들이 저의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저회가하는 

랩을 음익으로룰러야될지 모르겠다며 음계나 음표를 그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러 중얼거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험이 음악의 엄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흰 

이유는 랴임(Rhyme)으로 리듬을 민들기 때문이에요‘ 프로젝트팀을 결성었을 

당시, 저의는 음익으로서 인정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에 엉합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닝무하던 때였어요 개인적으로 시적이며 깅이 있고, 싫에 

대흰 다앙한 해석과 표연을 추구해왔어요 램을 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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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앵위로 연컬된 거죠 저에게 랩 가사틀 쓰고 엉영음악을 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은아니지만 시를 쏠때와 큰 자이가 없다는 생각을 줄곧 하연서 음악휠동을 

해왔어요‘ 이룬틀을 믿나서 그에 대흰 팍신과 픽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졌다고 

생각앙니다. 

김경주 어떻게 저희들이 모였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가 죄근에 어떤 포텅 

기사에서 왔는더|, .인l.k끼|게는 쭉을 때끼지 열대 훈련되지 않고, 획슴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두종류의 감정이 있다‘”고 하더리고요. 여러룬들은 두 종류의 

김정이 어떤 거리고생각하세요?하나는 외로물이고, 다른 하나는 지루힘이랴고 

해요 누구도 외로울에 명생 적용되지 않고 지루힘을 건디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지밍 연두리에서 자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장 흰정이 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져| 주변에 험을 하는 진구들이나 영들이 있었다연 저도 래머로 

자리지 않았을까하는 생각01 문특 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제 주연엔 

우울증을 적는 진구들이 짐 많았습니다‘ 저|가시틀 쓰게 된 계기도 조금 덜 외롭고 

싱었고 덜 지루했으연 하는 마음에 무언가를끼적였어요 저음엔 닉서였지믿 

문학이et는 묘사틀 띄기도 하며 영태가 점점 진화였어요 제가 래퍼들의 표연 

잉상 흑은 래머들이 다앙하게 표연하는 가사들을 룰 때마다 아무리 에너지나 

스타일이 다르더러도 서로 E써|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예틀 들어 ‘저 진구를도 무언가틀 되게 표연하고 싱어 하는구나‘ 건고한 세상의 

외로율을 건디기 위해서.’랴는 것을 팍인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룬들과 나누고 싱은 커디린 주저|는 .시와 랩이 어떻게 같은 

지점에 있는가?”와 .왜 그들은 같은 지점에 있지만 이렇게 다른가?”입니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의가 인난 이야기를 힘께 전달맡 것 같습니다.저|가 

생각안 시와 랩은 ‘고액’의 앙상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동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액을 일 수 있다는 중요연 온질이 있습니다‘ 이세를9딘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연서 여러룬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양ζ써|는 이세돋이 한 번도 못 이기연 

인간이 절망맡거리는 말이 돌았는데요 대국을 지켜보연서 여러룬들이 가졌던 

김정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틀 들어 이세돋과 얼마고의 대결에서 일파고가 아무리 승리한다하더러도 

일파고가 인간과 같이 ‘승리’으| 김정을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승리랴는 

김정을 느끼죠 이진법이나 수지, 동계로 월용되는 질서와 삐른연신 작용을 동해 

계속 승리알지러도 성공알 때마다 인간의 감정에 해딩하는O.lmg의 룬비룰인 

승리의 김정을 전혀 가힐 수 없습니다. 뻔히 질 걸 알연서도 그가알파고와 

대걸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인간이 승리보딘극록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이리고 생각합니다. 저는그가 매순간극록하려는 김정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고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긴은 고백알 수 

The c。nneα。nbet“‘een p。et<y and rap 329 



있는 동률이고, 고액은 인간이 알 수 있는 표연잉식 중에 가징 인간적인 앙식이3ε 

우리사회에서 말하는인문획의 접근은 인간이 인간임을 인지흰다는 겁니다. 다른 

밀로 하연 고액알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팍인하자는 건데요.그것이 글, 발획, 

닝독의 영태로오죠. 저희는그러한형태들이 어떻게 실연되는지 보여주기 우|안 

고민을 시작으로 힘께 작업영니다‘ 

또 하나의 공동집은 떤건과 싸운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시의 언어가 

고상하지믿은 않Of요‘ 룰른 Of를다물을 예진하는 시들도 있죠 그러나 굉장허 

물펀한 진실을 앞세우는 시는 고상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김각적인 언어틀 통해 

능동시나해앙시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래머랴연 굉장히 거일거나 비관적이고, 

욕설로 상대틀공격하는 언어들만 쓸까요? 래떠들의 언어 중에도 시어 못지않게 

아를다운언어들이 많습니다 래떠의 언어가 때로는 시보다 더 아를다올 수 있죠 

그형게 흰국 사회엔 이미지의 떤건으로부터 줄말해서 시 자져l에 대한 떤건, 

래퍼의 표연 잉상에 대한 먼건으로 인한 많은 딜레마가 존재하죠‘ 그러고 이런 

잉상이 점점 개앙되는추셰이고요‘ 연실에 펀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율을 

전일 수 있는매흑적인 무언가를 전달맡수 있는데도, 아직 저회를 힐 일지 

못하는 룬들이 많아서 저회가 전딜하려는 내용을 모르는 문들이 많습니다. 

이는 시와 헐 모두마찬가지에요. 사람들이 가진 펀견으로부터 우리가 유쾌한 

시비틀 흰번 컬어보고자 였던 점이 저의가 만닐 수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포에틱저스티스가결성펀 계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획히 전딜해드리고 싱어서 

밀을드렸습니다‘ 

김용연 저의 셋은각자생각이 조금펙 달랐어요. 그형다고하나의 명획안 

걸른이 있진 않았고요. 분명한 것은 시와 랩을 연컬하는 데 전혀 이질강 없이 

.딩연히 안날 수 있지.”흑은 .시와 랩은 되게 비슷한 거야.”랴는 의식을 저음부터 

공유했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선 몇 십 년 전부터 시인과 래퍼들의 교류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엉게 말해 원래 있던 문화를 저의가안국에서 시도하는데요. 시와 

랩을 연결한다니까 주연으로부터 마지 셰싱에 없던 것을 억지로 하려한다는 

얘기틀 듣기도 했어요. 또 어떤 시인들은 저흐|의 양동에 룰띤해하거나 

물가능하다고 생각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믿 저의 세 영은 저음 이야기를꺼냈을 

때 뭔가 많은얘기를 전부터 나눴던 것저럼 문제의식에 많이 공김했어요‘ 

사실 음익중에서 가징 자기 고액적이고1인징적인 음악이 랩이리고들 

밀영니다 웃긴 점은 랩의 세계에선 자기 가사를 욕 본인이 써야한다는 울문율 

링은 전통이 있어요. 물른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조금씩 

억미해지긴 하지안 강하게 있었다는 게 사실이3ε 잉합의 세계에션 뮤지션의 

실력이 떨어져서 추릭연다기보다는그 사림이 쏟 가사가 실은 남이 써었다고 

발각됐을 때 커리어에 더 지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알리드 계동에선 그러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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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없죠‘ 성시경씨의 노래틀 윤종신씨가 작샤알 수도 있고, 윤종신씨의 노래를 

김이나씨가 직샤알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이 굉징히 룬업화되었고 자연스럽지만, 

이곳에선 윌게 상상맡 수없습니다.그게 멋있고 융다는 생각을 넘어 일종의 

깅악끼지 있는 것 겉아요. l인징이et는 입징에서 럽과 시가 굉장히 비슷한부분이 

많다고생각해요. 이것을 김경주 시인은 ‘고액’이랴는 딘어로 말읍하신 거죠 바꿔 

밀해 여러문은 랩을 들으시거나 쇼미더머니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래머들의 

자기 고액과 동시에 카타르시스틀옵니다. 럽은 자기 자신을 있는그대로 고액하는 

1인징의 쾌감이 아닐까 생각업니다‘ 

래퍼는 대중들에게 많은 면건을 믿습니다“왜 래머들은 힐난 획을 하거나 

돈다발을 들고무대에서 공연하지?’ 같은생각이나 래퍼들은 앤지 공격적이고 

폭역적일 것 같다는생각들이 많죠울른아예 없다고 알 순 없어요. 하지믿 영싱 

매체가 지극적인 부룬안 선택하고 펀양되게 노줄하는 것이 분명한사실인 것 

겉습니다‘ 이저럼 부정적인 인식이 믿연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메시지틀 시사하는 

래떠들도 많습니다. 문액적으로 흩릉흰 명기틀 믿아야 윌 가사도 많다는 것을 

일아주셨으연 중겠습니다. 

김용연 제가 생각알 때 럽은 형식으로나 맥락으로 기본적인 시 형태틀 띠는 

예솥이에요 험에는 ‘E엠’이et는 형식이 있어요 비슷하거나 같은 말을 맞추는 

잉식인데요. 랴임-Er임 이런 식으로 밀01죠 굉징히 조보적인데 (웃음)랩은 형상 

리임을 지켜야한다는 규획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사틀 쓰고 내앨는다고 

랩이 아니에요‘ 랴임을 양상 지키고, 구절에 맞춰 압축적인 운율이 있는 형태로 

가사를섣고, 그에 맞춰 내앨는 잉식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어릴 맨 랴임이 

랩의 전유물인줄 알있어요. 그런데 일고 보니 영미 문화권에선 리임이 굉징히 

보펀확되고 시에서도 팍인맡수 있더리고요 사실 션후관계틀 따져보연 영미 

문화권의 오랜 전동을 렁이리는 새로운 영태가 이어믿아 자기만의 세계틀 좀 

더 응용혔다고 알 수 있겠3ε 저 같은 경우엔 미국시인들도 리임을 맞준다는 컬 

깨닫고시와 랩의 형식에서 더 큰 접점을 느꼈어요‘ 

영국엔 셰익스피어 소너|트(Shakespearean sonnet)틀 가지고 럽으로 

표언하는‘Of힐et'리는래머가 있어요얼마 전에 한국에 잉문해 저의와 대딩도 하고 

그문의 공연에 저회가 짐여하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보시연 그닝 

랩 가사와 같Of요 셰익스피어 소네트틀 억지로 렴으로인드는 게 아니랴 그 자져|로 

라임이 떡떡 맞아요. 구절의 형식을 깅준 지금의 미국랩 가사와왼전히 겉다고 해도 

무잉알 정도죠어떻게 보연 럽 기사의 뿌리는 몇 액 년 전, 셰익스피어틀 비롯해 

많은 문획인들,많은 시인들로부터 시작했다고도를 수있겠Zξ 

인댄!틴E엠은 시에서 말하는운율과 같Of요 문획푼안 아니랴 모든대중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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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음익에서도 랴임을 맞추기 때문에 랩 가사틀 저음 쓰던 시철에도 자연스럽게 

러임을 맞추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랩과잉협의 역사는 시간을 거슬러 

을랴가 19n-73년 즈음부터 시작딩니다. 뉴욕의 브홍크스(Br。,ix)et는 지역에서 

저음 랩을 발연했죠. 음악의 긴주를 ‘브레이크(Break)’리고 하는데요. 엉합의 

이버지리고 울릴 수있는 D」가 브레이크에 드럼 슬로 내지는 다른 익기의 슬로틀 

턴테이들을 이용해 무흰 반록하는기솥을 발견해요 엄게 말해서 밍키안 음악 

중l.k끼| 드러머가 드럼을 지는 부룬이 있다고 혜를게요. D」는 턴테이들을 이용해 

두 개의 만을 놓고 정팍한 타이밍으로드럼 부문을 믹스혜 반록하죠 D」가 그런 

스킬들을 안들연 MC가 나와서 그와힘께 무대틀 꾸미는 댄서틀을 소개혔습니다. 

그래서 저음에 사회틀온 MC들이 자연스럽게 엔트틀을 계속 넣으며 쇼틀 

를성하게 해주었죠 ‘손을 들어보랴. 화우로 흔들어et, 소리 질러보et.'21 같은 

러임들을 주고믿는 과정들이 MC에 의해 점점 늘어나게 딩니다. 그래서 a엠은 

유일무이 알 정도로랩의 음악적인 형식, 규획이었어요. 랴임은 열대 윌지 

않아요. 여러룬들도 당징 자신의 이름으로 매징 힐 수 있는랴임을 잦아야한다연 

어려우실 거예요.특히 우리밀이 et임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딘어틀 연상해보지만 믿짐이나 자음에 띠랴 말의 뉘앙스가 바뀌어요.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영미권에서 잉앙뜸인 아니랴 문액과 밍 같은 다양흰 

징르에서도 랴임이 싱딩히 자연스러운 규획이에요그런데 그걸 발건흰한국의 

래퍼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기까지 엉지는않았어요. 

험을 하는 앵뀌 자져|틀 ‘헐링(Rappin밍’01리고 해요. 외국에서는 

‘러01밍(Rhyming)’01랴는 또 다른 표연으로 사용하기도 힐니다‘ 그러니까 

et임을 맞쩌 나가는행위 자져|틀랩이러 알 정도로랩에선 랴임을 맞추는 

형식이 기온이고, 리임이 배져|펀 형태는 랩으로룰 수없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인식이에요.저|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에 들어서도국내 랴임 메이킹의 

조고수중에 만명으로둘러는 래떠 중에 ‘피타입’이랴는 래퍼가 있어요 그는 

인국어로 러임을 맞추는데 있어서 가장 흩릉하고 지|계적이고 깊이 있게 다양한 

디자인을 해왔던 사림01에요 굉장인 강박에 사로집혔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좀좀하고 타이트한 러임을 숨격놓듯이 믿드는 사람이었는데요‘ 동시에 1세대 

래머리고울리는 사림중에 ‘UMC’리는 래떠가 있어요. 그 래머는 반대의 

즉연에 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진구는 리임을 거의 안 써요‘ 랴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가아니러한국어에서 그런 결 짖기가 너무 어컵고, 리임을 맞추려다 

보니 본래 전하려던 의미의 왜곡이 심해서였어요. 쉴게 말해서 랴임 때문에 뒤 

문징이나앞 문장을 바꾸연 내 김정과 자유의지가워슨당하는 거죠그래서 ‘그게 

무슨 예술이냐, 예술이 나를 자유톨게 만들어줘야지. 왜 예술이 나틀속박하며 

형식적인 인간으로 믿드q,’고 해서 랴임을 다 풀어버려요. 대신에 하고 싱은 

얘기들,하고 싱던 표연들, 자기가 쓰고 싱은 담어와 어엄들을 모두 펀하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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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한 비만들도 나오3ε 그건 그저 시의 음수율, e.1듬에 맞는음절수안 맞줄 

푼 험이 가진 가장 기온적인 미액을 버렸다는 비만들 말이죠 약간 영종휘급하기 

시작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끼지 있었냐연 아까얘기했던 리임을 가징 터이트하게 

쓰는 미타입과 러임을 버린 UMC틀 밍밍틀려IOIOl(Hiph。pplaya)et는 

커뮤니티에서 진앵였던 랴디오에 조정해요. 들은‘러임이 밀요흰가,한국 엉양의 

리임이 이대로 중은가’이| 대해 이야기힐니다. 그닐 서로가 중은 룬위기에서 

겁른을악을 했고 컬국 컬른이 이거였어요. 피타입은 .랴임이 없으연 렁이 아니다. 

근데 라임이 없어도랩을 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연 내가 인정하겠다.”리고 

했죠 마잔가지로 UMC는 .러임 중요한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리임을 버린 

이유가 내가 하고 싱은 자유의지가 짐해믿는게 싱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안 올 

건데 라임이 엉합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랩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요소가 

펀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흰국에서 랴임을 자유톨게 이용하연서 내가 표연하고 

싱은 걸 마음껏 쓸수 있는지는아직 내가 모르겠고 못 짖겠다.랴고혔죠 서로가 

그형게몰났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을드러자연 한국 잉잉, 특히 랩 룬o~이| 있어서믿큼은 

수준이 굉장히 열리 높아졌다고 생각해요.그래서 지금은 랴임의 형식을 

유지하연서도 얼마든지 표연일 수 있는래떠들, 멋진 소리틀을 내는 래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미국도 마진가진데 이제 이런 시점이 오연서 굉징히 

타이트하고 형식에 일맞게 스스인 랴임들이 오히려 지루해집니다. 그러연서 랴임의 

형식을 깨트리거나 쓰지 않는 형태들을 래떠들이 더 잦게 되고 저 역시도 그런 

잉식틀을도입혔죠 

김경주 et임에 대해서 문액과 럽에서 엄밀하게 구얼되는 자이짐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선 ‘슬로우 리듬’이 있습니다.아이들에게 동확잭을 읽어중 때영리 

읽어주연 아이들이 짐이 힐안 오겠죠‘ 시랴는 건 앵간을 91어내야되는 겁니다. 

언어와 언어 사이, 사울과 사울 사이, 대상과 대싱 사이에는앵간이 있습니다. 

;어에선 짐묵의 문장이 하나 더 있다고 표연하는데요. 흑 쓰여진 부문보다 

쓰여지지 않은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짐묵’으| 질을 표연하죠 그래서 

시틀 읽을 때 표연펀 것보다표연되지 못한 지점들에서 우리는많이 힘들어했고, 

아직도화해가되지 않은어떤 상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업니다 시에서 상징 

못지않게 중요흰 게 ‘짐묵’입니다. 여기서 짐묵은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리 

비원둔다는 거죠 시를 굉장히 일러 읽어버리연 랩을 흉내 낼 순있지믿시의 

앵간은못 나타냄니다. 다시 말하연 립은 기온적으로 비트나 그루브나 를로우와 

곁은 측도가 없으연 리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시는속도를 거부영니다.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완성하기끼지 ;도가 밀요앙니다. 

여러룬이 미드에 익숙해져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흑 이야기가몰나연 

The c。nneα。nbet“‘een p。et<y and rap 333 



바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이유요‘ 이야기가 전달되는 측도강에 킬들여져 

중독되기 때문입니다‘시는 20。0년 전부터 그러한 영식의 스토리나 드러마와 

씨워왔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를롯으로 인간의 운영을 정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를롯 없이도 힐 살고, 인간의 몸 안에는 내재펀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밀로는 

다 설명하긴 어려운 음악성을 갖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일 

수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 읽기는 전전히 들어야 g간이 드러납니다‘ 랩의 

측도틀 시는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그래서 측도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자이짐이죠‘ 

져|가 ‘매가 발률에 흰 비늦앙울’을 제시했다연, 여러운은어떤 게 

떠오르셰요? 여기에는랴임이 없죠? 연대 시들은이렇습니다. 어짖!암에 매가 

꿀속에서 일톨으로 비늦앙율을 하나쥐고 있었다.여기서 형식적인 랴임은 

전달되지 않죠. 그러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미지틀 떠을린다연, 그것이 바로 

E엠이죠 여기서의 랴임은 형식적인 형태로 소리로써 전달되는 것이 아니랴 

어떤 음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매가 짙 비늦밍율’이 줄수 

있는 회화적이고 음익적인 김수성, 소리로들리지는 않지만 이미지적인 김수성이 

너무나 음악적이랴는느낌이 들죠‘ 룰른 여기에는아주공고하고 엄예안 이미지의 

러임이 있습니다. 매의 발톨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역한 발톨이 를앙율을 쥔 

것도 아니고 비늦앙율을 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깅한 발톱으로부드럽게 

쥐어야 비늦앙율을 힐 수 있겠어요. 사실 매는빌톱으로 먹이틀 집아야지, 누군가 

님긴 비늦앙율을 쥐지는 않을 겁니다. 연실에서는룰가능하지만 만악에 우리가 

그립을 그린다연,‘신선언 상상력이다. 낯설지믿 매력 있다.’랴는이야기틀 듣겠죠 

이것이 연대 시가지닌 이미지적인 표연들입니다. 이미 효|찍나 애니메이션에선 

적극적으로 많이 등ε뺏죠 여기에서 음악성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들을 배지한 

러임이 이미지로써 존재한다는 걸 의미힐니다‘ 져|가 약간 어염게 이야기를 

전딜했는데 연대 시는 형식적인 사운드 은유로믿 음익적인 랴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러 이미지적인 러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룬들이 며스트를 

보셨을 때 표연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아요. 

그럼에도룰구하고 제가시인들에게 우리는 음익성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들이 점점 고액역이 되고 연학적으로 연모해가요 

의미른적으로 이미지에 어명게 접근알지 김각적으로 발달었지믿, 반대로 

소리로써 전달월 수있는 질감은많이 잃었죠. 그래서 2。00년대 조빈부터 

저는 계속해서 낭독운동을 해왔어요. 낭독은 시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시틀 

닝독하는 앵위를 §I록해야 영니다‘ 흰국 문획이 노옐문액상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콘텐즈가 우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랴 바로 소리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리고 생각해요‘ 이 문제점은 입 딜런(B。b Dylan)OI 노영문학상을 수싱알 
때 다 드러났죠 압 딜련이 노옐문액상을 수상맡 빼 어떤 이야기를 했죠?‘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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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이 문획상을 타요?’리고 말했죠 작사힐 하연 문학알 수 있습니끼? 

입 딜런은 시집을 20권을 넘게 냈습니다.음익을 시직알 무렵부터 노래로써 

시틀 전딩했다고 하는데요.시에 음익성이 얼마나 중요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있던 자기에게 노영문액상이 믿음을 웠죠 흑 소리가 살아야 흰국 

문학이 신다는중요한확제가지금 다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컬 누가 

해왔습니까. 한국에서는 래떠들이 적극적으로 밖에 나와자신의 시를 알화하는 

형태로해왔죠 

랩이 시가되기 위해서는 시의 일자원적인 형태의 빈복안을 추구하는 

건 사실세계적이지 못합니다. 져|가생각혔을 맨 그지점도어느순간엔 넘어설 

것 같아요. 미국이|션 ‘네가 올 시틀 보여줄래?‘랴고 물을 때 "D。y。u have 

a Rhyme? ’ 이랴고 을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문제이고, 시인과 

래떠뿐만아니랴 우리도 모두 리임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셨으연 좋겠어요. 

사실은랴임에 대한 음악적인 정의부터 내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문을 떠나서 

‘음악적인 느낌’이랴는 것은 사실 소리로서가 아니랴 ‘우리가 어딘가로 건너가는 

느낌’을 줍니다‘ 저흐|의 소개는 여기서 마지도록 알게요.준비한 떠포언스를 

차례차례 보여드러고여러룬이 직접 잠여알 무대도 엄째 준비되어있으니 필끼지 

즐격주셨으연 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메타오늘 준비한 건 크게 3가지 엄주가 있습니다. 먼저 김경주 시인의 시 두 

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포에틱저스티스에선 김경주 시인으로부터 

시틀 밑으연 제가 랩으로 픔격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작업들을 잉니다. 이때 

랩으로 융기는과정에서 힐싱 실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래떠로서 시의 

토씨 하나 삐트리지 않고시틀 랩의 형태로 g연하는 것입니다‘ 앞서 시틀 렁으로 

표연하기 위해서 리임을 맞추는 것이 어염다고 말을드었는데요 연대시에서 

이런 형식들 대부분이 사러졌기 때문에 시 인에서 랴임을 짖기가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룬들이 들으시기에 익숙알 수도 있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순서는 김경주 시인의 ‘ OfOI 엄 그러운드(I am ground)>와 ‘미아노가 된 

나무〉랴는 두 떤의 시입니다‘ 

OfOI 입 그리운드(lam gr.。und) - 김경주 

그는 ‘ 야생동물 허용구역 〉이|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는 ‘ 연관문 틀 앙증밍 〉을 제거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는 ‘ 빗물 엄프징 앙화 〉사건의 주역이었다‘ 

그는 ‘ 수영징이 있는 서점 〉에서 일힌다. 

그는 작은 고잉01의 수염을 사랑하는 시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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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모임에 가입했다. 

그의 유일흰 진구는 ‘ 노란 룰탱크 속에 사는 카나리아씨 〉훈이다‘ 

그는 설거지하는엄마의 앞지마틀 당격 ‘ 잉어버린 로봇다리 〉를 
잦아달랴고조른 적이 있는아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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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가 펀 나무 - 김경주 

‘엄지, 

아모레스떼로스, 너의 아름다운 찍픽이 슬리퍼를 신고 

내 앙에서 몰래 피아노틀 진다. 

앙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네 극지에 핀 파증류틀 보러 왔다 마et. 

오늘은 녹색 건빈들의 반찍입, 내일은 음의 엄엉에서 아울자‘ 

나의 건반속엔 정교인 물고기들이 퉁퉁떠다닌다. 

눈을뒤집고. 

‘검지, 

건빈을누르연 

검은 대륙이 원 대륙으로 흘러오고 

너의 원 대륙이 나의 검은대륙으로 넘진다. 

오늘은 이른을 주장하기보다는 유리가된 손가락을 피보는 일 

남자는 쩨달을 밍고 있고 여자는 그 남자의 발등 우|에 

두말을을려놓는다. 

‘중지, 
동굴을 발건하고 포크레인으로 떠서 배에 싣고오는 

학자가있었다‘ 

선실에서 미아노틀 지며 그는 흐뭇해한다‘ 

저 동굴속엔 가장 영리하게 적용해온 녹조류들이 살 거야‘ 

이것이 위조인 것으로 잉혀질 아를다운 지질 

오늘은 네 익보에 알 수 없는 백만 개의 지층이 생격도 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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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개확식을저럼 몸을 구부러지 

님자가 를앙율저럼 굴러 그녀에게 스였다‘ 

손톨은닉화한다 

건반은번식한다 

퉁퉁 

입영중인너의손가럭들 

‘슨바. 
미아노는 얻관이 마래진다. 

님자가 미아노를보E뻐 수증기랴 울렀을 때 

여자는 미아노를 달이 가진 적 없는 색으로 덜었다‘ 

로켓속의를걸저럼 

잇몸의 재료로해연이 바뀔 때 

미아노야 그대의 입슐속으로 들어가 

임마다 그대의 몸에 전 개의 전문대로 떠을랴랴. 

n댄!틴각자의 해석에 따러 다르겠지만 저의가 3,4년을 힘께 작업하연서 

김경주시인깨 시를받았을 때 딘 안 번도 질문하지 않있어요‘ .무슨생각으로 

섣셨나요? 이게 무슨주제입니까? 뭐에 대흰 내용이죠?이 부문은 뭐리고 

해석해야되죠?”와 같은 질문들이요제게 김경주시인은 어마어마하게 신선하고 

새로운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굳이 제가 아는 레시피대로 그분의 시틀 

조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 시는 죄근에 받았던 시인데요. 제가 럽으로 이 시를 

직업었을 앤 시틀 밑으연서 느꼈던 감정을 우선 비트로 짖었어요. 저|가 느낀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 호흩과 룬위기를 가지고 럽의 영태로 나타낸 거죠 

김용연 저의 작업의 특징 증 하나는 시인의 시틀 의|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악에 시인이 올 시틀 래머가 자기 식대로흑은 랩 가사의 양식대로수정힌다연, 

시인에게는 시틀 통해 드러낸 정서적인 연틀을 워|슨딩했다고 룰수 있거든요‘ 

끼「는아까 김경주시인꺼서 말을하셨듯이 I:!슨히 글자뿐만아니리 공액까지도 

고려하는 거대흰 음익성이잡아요‘ 그결 온전히 래떠가 맡아서 자신의 목소리로 

퍼포먼스 하죠 그런 연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양니다 퍼포먼스 하는 동인에 

김경주시인을 보연 놀랴고 계실 때가 있어요‘ 시를주연서 전혀 설명한 게 아닌데 

랩을 동혜 의도한 부문들을 힐 표연였다고 생각하신 거죠. 

김경주 저의 포에틱저스티스는제가 쏟 시틀 MC메타씨가 랩으로 표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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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인 하는 것은아니에요 제가하나의 이야기틀 헐 드러마의 형식으로 

쓰연 다 같이 배우가돼서 션보이는 입체적인 앙식도 휘힐니다. 오늘은 시와 랩이 

어떻게 안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저회의 의도가 여러문들깨 

힐 전달펀 것 같습니다. 용연씨가 다음 직업도 같이 소개해주시겠어요? 

김용연 다음 슨서로 넘어가보자연 저의가‘문징웹진〉에서 매월 ‘일인 시위’틀 

연재해요. 김경주시인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시틀 섣고 저억가 맞휘서 

퍼포먼스틀 하고 저는 해설업니다‘ 그런데 저회가 매월마다 영상을 인들어요. 

시인의 닝독과 럽 퍼포먼스틀 영싱으로인듬니다. 저회가션정연 주제 중에 

‘미세먼지’가 있습니다“미세먼지’랴는 주제로 진형한 영상을 우션 보여드힐게요‘ 

김경주 조금 더 설명을 드러자연 저의가 문확관굉부에서 지원을 맡아서 

‘문징윌진씨| 매월 연재틀 해요 ‘일인 시위’는 ‘시(示)’틀 ‘시(혐)’로 바뀌 한 

사람이 시로 맡 수있는 앵우|’를 의미 양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전달만이 아니랴 

밍각해버리기 쉬운 이야기틀을 표연하려 하는데요.확져|로서 이야기되고 

사랴져버렸을 때 누가힐못했고 누가 미해 입었는지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랴 우리는 시인과 래떠 킥자의 잉식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보시연 아시갱지믿 텍스트 자져|가 여러문에센 상당히 낯설 

거여|요시보다는좀 더 슬랭(측어)이| 가까운 영태를 고려한시를」akeet는 

시인과 쓰는데요. 저희가 쓴시틀 바탕으로 MC머|타가 적극적으로 각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있는 그대로 비트틀 잦아서 소리로인 표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잉식을 영상으로제작해서 책으로줄간하고, 믹스 테이프도 믿드는 과정을 

빌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일인 시우|에서 션보였던 직픔 중에 하나입니다. 

MC메타지금 보실 영상은 저의 짙영 팀이 짙영안 전져| 영상이에요‘ 언저 영싱을 

보여드러고 나서 저의의 작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재하는 사회를 잦는‘힘께 이 건고한세계틀 건드려 옵시다l’ 

-예술가 독립선언문, 김정주 

포에트리슬램(P。ETRYSLAM)이란 

시를 쓴후 이틀 슬램의 형태로 표연하는 것. 

2자 대전 이후 시인과 래떠들이 이틀 ‘세상을 항흰 발확’ 형태로 

표연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팍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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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확 미세먼지 -핑사마스크틀 쓴 무하미드 얼리 

- 연국 직가효|으| 5。주년 정은 작가션언, 김정주 

.나는 익어와 레슬링을 었고 고래와 몸씨율을 했다. 

번개틀 룰잡아 수갑을 채웠고, 전동은 감옥에 집어넣었다. 

바로 지난주에는 바위틀 쭉였고, 돋멍이를다지게 했으며, 

억돋은 응급실로보냈다. 

나는 정밀잔인하다. 

이건 무하마드얼리가한 말이야‘하지만 말이야 

무하마드알리도 비가오연 우산을 쟁겨야하고 

미세먼지엔 항샤 마스크틀 쏠 거Ot. 

쭉음의 먼지가 며l 측에 썽일 테니까 

제아무리 무하마드 일리러 해도 

이 지옥의 링에선 나비저럼 날아오틀 수없을 터|니끼 

일e1, 알리, 말해줘 당신이 몸에도 나비저럼 날아오르지 못한 이유를 

몸이 되어 하늘에서 몸물이 흘러나외야 하는데 

왜 하늘은 흐리고 구를은 칙직한 거야 

몸인데 그 여|변던 나비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정부는 나비가 샤리진 원인을 못 잦고 허둥대고안 있어. 

Of이들과 노인들이 나비떼를 따랴가 실종되고 있는데 

어른들은 마스크틀 밀고, 공기정정기믿 알인해주연 필나는 거Ot. 

외계짐공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서워 쭉겠어. 

내 아이들의 동그렇고 작은 떼가 혹은 형성저럼 떡떡해질까무서워 

중은 공기안 준다던 옥시가슴기가 아이들펴|도 다 벅쉴냈잖아. 

무하마드알리안 살아있었어도 나비저럼 닐아서 영저럼 

원투먼지로 너의들의 씨대기를 박살냉을 거Of! 

무하마드알리가알 리가 없지. 이 세상이 쭉은 나비를 전지et는 걸. 

하루에도수전 마러 나비들이 도시틀 떠나려다 거리 바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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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어가잖아‘ 

아이들은 쭉으연 나비가되고 

며영에 걸린 나비는 나의 시가되겠지만…. 

아 알el, 얼리, 무하마드알리 밀해줘l 너의 관자놀이에 펀치틀 꽂은 게 

누군지? 

난 늘 우주 먼지가 되어 이 세상을 멋지게 끝내고 싱었지믿 

요즘은 내가 먼지가 되어 우주인들에게 미해 줄까와 그런 밀도 못하겠어. 

사람들은 자기 전에 휴대폰 액정의 얻지를 닦으며 내일 날씨틀 보잖아 • 

• 내일은미음이 흐리고 구름이 떼 속까지 가득하니 되도록 

외줄을 자제해 주시고 앙에 언지저럼 엎드려 있으세요,. 

알리 알리 말해줘 이 세상이 인간 때문에 끔찍혀|지고 있는 거Of? 

인간이 중은 세상을 믿들고있다는생각은 이제 틀린 거잖아‘ 

무하마드얼리가알리가없지 

세상을 힐해 닐리는 나의 원투 펀치 쓰러콤보는쓸모없어졌어. 

시를 써도 외롭고 시를 섣지 않아도 외로운컬‘ 

무히마드얼리 얼 리가 없잖아. 너와 나의 빼 측에 나비들이 가득하던 그 

세상이다시 을까 

그런 셰싱이 온다연 이 더러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하늘을 힐해 액쏘틀 닐려보자{ 

이져| 저기 제 멋대로흘러가는 구를과 힌번 붙어 를까? 

HEY HEY CU。UD. c。ME 。N‘w。ULD y。u 。NE GAME IN 

MY LIFE? 

우리는싱실의시대를살고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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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메타다음으로‘일인 시우|’중에 흰 떤의 떠포언스틀소개헤드러려고 힐니다. 

‘휘업난’이리는주져|로 김경주 시인과」ake리는 미국 시인이 었던 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김경주 시인으| ‘챙거루 족,Olet는 시틀 소개하려고 합니다. 면하게 

김상해주세요. 

갱거루족-김경주 

나는 묻는다. 성인이 되었지믿 

어미의 배주머니에서 사는 갱거루들에게 

너억들을 이런 청거루혹이 되게 한 건 누구의 탓인가? 

스무 살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펀 나는독립했지. 

잭싱에 앉아 식스팩보다 스펙을 생았어‘ 

자격증과 인턴십 어획성적 섞어 5년이나 대액을 다녔어. 

그리고 이역서틀 하루어| 100개나 넣었어. 

한해에 액번 넘게 닉오감을 갖는 거, 

너는 싱싱이나해왔어. 

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는데, 

띨어지는 악하신들에게 잉히고 나서야 일있어. 

줄발지부터 다른금수저 은수저를따리잡기는 어엽다는 걸 

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는데, 

연실은 점점 떤리해지는 데 왜 사는 건 더 힘들어질까? 

아하 beautiful my life 허우스 푸어. 프랜자이저 푸어, 카 푸어 

내 인생은 누가몰래 안든 픽등 같아. 

누군가 스스다가 버린 삶을 다시 주워서 신다 해도 

이보담 Lf을 거야. 

내 이를은 big baby, baby, big baby 

이제 나는 더는속지 않아‘ 

무급인턴, 열정 메이 같은 밀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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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랴는밀로 정년들의 절벅힘을 익이용하는 너의들은 

빚 권하는 사회틀 만들어 버렸어. 

한 시간을 일해도 햄버거 히나틀 사 먹을 수없는 나러야‘ 

죠|저시금도못 미지는 임금을 받느니 

집으로 돋아가서 부모님께 벌울는 게 나아. 

나를 집으로 돋아간 갱거루족이리고울러도 중Of. 

어른이 되어도 부모링 사는 자랴족이리고울러도 중Of. 

가닝을 벗어나려연 노력이 밀요한 게 아니야l 

노력을 벗어나려연 가닝해서는안 되는 게 여기잖아l 

돈안 생기연 엉게 써버리는 가난한 이들의 읍e_fOI리고? 

가님한 시럼일수록 허영이 심하다고? 

그럼 나는묻는다.누구틀 위해 우리가 저축을 해야지? 

산수틀 못해도 국민 연금이 우리에게 못틀아온다는 건 

똥개도아는사실 

beautiful my life 하우스 푸어, 프랜자이저 푸어, 카 푸어 

부모님의 연금에 일대를 꽂아 

그걸 알아먹고 쉴연 되잖아‘ 

이센 엄마챙거루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을 거Ot. 

쩍하는 너희들은보랴지 그렇게 살연 

빈곤안 대울립 펀다고 이렇게 살다가 

노인이 되어 버려진 용개저럼 

앙에서 흔자 쭉어버리연 그런 일은없잖아l 

동수저를 씻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긴 싫으니까l 

용수저는액액 씻어서 줘도액액한흘수저니까‘ 

자l 다 같이 부모님의 연금에 일대를 꽃아 

그걸 알아먹고 쉴 수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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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big batχ baby, big baby 

엄마가 껑증껑증 뛰어온다. 

나는 big batχ baby, big baby 

엄마가 껑증껑증 뛰어온다. 

나는 big batχ baby, big baby 

인댄!틴마지막으로 사전에 저의에계 자작시틀 제줄해주신 문들이 계신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 자작시틀 닝독하는시간을 가지는 것을 필으로 깅연을 마지려고 

잉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힘께해주신 여러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존재-윤승희 

어느 날 무언가가 있었다.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겠지안 

설레는 마음으로 한 발픽 다가간다 

누굴까짐작해보지만일수없는존재 

앤지 쏠쏠혜진다 

다시 돋아오는빔 

그 마음 간직한채 오늘도 쉴아ζfef. 

앵록, 비밀, 조|, 영 

따사로운햇살아래 

마음껏 하늘을 g해 일을 멀리고 

임01슬을 맞으며 하늘과 조금 더 맞당기틀 바et는 몸을 꾼다. 

매일이 김사의 나날이며 행목의 힐나이다‘ 

녹음 가특한 몸을 가지고 푸르른 비밀을 남몰래 가져온다‘ 

싱주는 없지만 제업 딘담한 자신의 허리틀 흔들어온다‘ 

링E써| 어느 싱주는 썰러드 흑은 엄의 인생을 산다‘ 

하지얀 어떤 싱주는 언젠가 부케가되고 싶다는 말도안 되는 비밀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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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오늘옥S뼈| 을리가 싱추틀 댔다. 

상추가가지고있던수많은물과미래와앵록과즐거물을한손가특 

담았다. 

나는 그런 상주에게 죄틀 지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오늘도 죠|션을 다혜 싫을 사는 상추의 영을 받는다. 

인력 시징-김민서 

새엌이슬 닝게 드러운어돔을 돋아 

개미 물로모이는 힘겨운 걸음 

찌그러진 떼인트동에 얻양 터는 건물 

거진 하루쉴이 인생에 고담힘을 

매운 연기로 찍어내고 있네‘ 

이름없는슨짓부를으로 

오늘은살았네‘ 

삼심오오트럭에 오른다. 

허기진 저녁 끼니 눈물로 채우고 

지지난생의 무게가엄격율때 

막걸리한사벌이 

새끼앙게 터는 기슴에 녹아들고 

더러는이웃저럼 

안배에 낯익은얼굴들 

낮딜저럼 의미한웃음을 날리네. 

고액-죄수민 

미지근였던 나의 몸을 채우는 것은 

애정으로 가득 자 수좁게 일끔대는 

너의 눈빚 

안글자밀알때마다 

밀사적인 너의목소리 

내 심작 벅동은 고액을 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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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떠는네입술보다 

삐르게뛰고 

대답을기다리는네가 

말을동동구를때마다 

기슴이풍콩거린다‘ 

내 호흩은 일개진 네 얼굴만큼이나 

뜨거운숨을내앨고 

온몸을 순환하는 앵록한 흥룬 

한껏 달Of을랴 예민혜진 손끝이 

닿을듯말듯하다가 

닿았다가영어졌다가 

마짐내네손을잡았더니 

약흰 전기가 흐르는 것저럼 저려온다. 

떡풍게저릿저릿하다‘ 

김-서진호 

오늘도짓늘려가네. 

내새억은양싱이래 

왜? 냐고울으연 앵동은 반사히|. 

휘해버린 앵동에 난 반성해. 

술취해숱엉던져 

내몸반갈리알아지원버린 

심장은 얼떡 뛰며 놀래켜 오늘도 

밀히| 원래의 것 어딩어? 

왜 말을 아여? 앤 누구or. 

왔어오늘도닐위해검던 

주님의성경 

경인 논하고 교포저럼 떠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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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안에이영인 

골목킬밀해주네이임 

동로에 갇혀 질이 안보이네‘ 

영이없어누군지도롤러 

손님인지 난지 이늄은 또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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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육 

컬계위의 이미지 - 카타스트를프 시대의 명화 



경제위의 이미지 - 커티스트로프 시대의 엉와 

김성육 

시각적 증인의 우|지에 있는 시정자-

관객들에게 어떤 윤리적 뀌지가 가능한가? 

관객성의 윤리틀 위해 어떠한 것이 밀요한 

것인가? 

이 깅연은 9·11 터|러, 이러크 전쟁, 테러리즘, 

재난등의세계의 비잠에 대한보기가원격화 

펀 시대에 미디어의 윤리, 영확 이미지의 

문제, 영상을 둘러씬 윤리적 문제들은 

무엇인지틀 주로 21세기에 나온 픽션과 

다큐앤터리들을 살피몸으로 미학과 윤리적 

판담에 대한 이해틀도모흰다. 

On the Border Image -
M。vies 。f the Catastrophe Era 
Kim Se。ng-uk
Audience at the |。cati。n 。fa visual 
w itness - What ethical p。sition is 
p。ssible f。r the audience? 
What is necessaiy f。rthe ethics 。f
the audience? 
This lecture |。。ks at the e thical 
pr<。blems s urrounding the 9/11 terror 
하tack, the war in Iraq, terro rism and 
the ethics 。fthe media 。f this age 
w hich rem。tely p。πray the misery 
。fw。rid disasters, the pr.。blem

。f the m。vie image and vide。. It 
seeks t。gain an understanding 。f
aesthetics and e thical judgement 
by l。。king primarily at ficti。n and 
d。cumentari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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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위의 이미지 -
카타스트로프 시대의 영화 

On the B。rder Image -
Movies of the Catastrophe Era 

김성욱 

김성륙 이 강연은 적극적인 토른이 밀요한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깅연에서 

밀을드릴 내용은 카타스트로프(catastrophe)틀 다룬 21세기의 미디어와 

영화, 흑은재닝영화 속 윤리적 문제를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러는 것이 

시자 없이 발생하는재난의 영상들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은 D」. Carus。 김독의 영확 ‘01글OfOl>(Eagle Eye, 
2008) 조입부입니다. 이글아이는 미국이 개발안 슈떠컴퓨터의 이를인데요 

상용으로보자연 9·11테러의 영양으로 안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테러가 

이미 빌생하고 나서 뒷수읍하는 것은 늦다는 생각을 연 거예요 테러가 발생알 

여지가 었으연 여|앙의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하거Lf, 테러리스트틀 지|포하는 

직업을 일 수있는데,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이글OfOI’랴는 슈떠컴퓨터인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무인정힐기가 보낸 영상을 맨타곤에 있는 

국잉성 관계자들이 해독을 하게 딩니다‘ 이글아이εi는 슈떠컴퓨터가 저것이 

테러리스트임이 룬명하다는 획률적 동계를 내고 50% 이상이연 무조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그런데 영화의 조빈부에 보연 획률이 애매하거| 나와요 

가령, 49.9%, 50%를 넘지도않고테러리스트 일수도있고아닐 수도 있는 

획률이죠 슈떠컴퓨터는 이 정도의 역률로는 테러리스트랴고 딘정알 수 었다고 

하는데, 국앙부 징관은그래도 테러리스트일 수있으니 여|앙적 차원에서 일암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니중에 일고 보니 민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슈떠컴퓨터가 

인간을 믿을 수 었다고 반런을 일으키게 되는영화가‘01글OfOI,입니다‘ 그래서 

무선 카머|러들, 전자장비로 연결되는모든 것틀을 슈퍼컴퓨터가 장악하게 되고 

그러연서 영어지는 일종의 디스토미아적인 SF영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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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이후에 나온 영화 중에 이런 테러 여|앙차원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영확들이 있는데, 가형 스티븐 스밀버그(Steven Spi허ber밍가 만든 
‘마01너리티 리포트>(Min。rity Rep。,t, 2002)가 있습니다. 그 영확도 엄죄틀 

저지를 것 같이 가정펀 시람을 미리 져|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정은 연번 

테러가 발생한후에 또 다시 테러가 발생알지도 모른다는그 률안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반 징연을 보연 무인 정왈기 카메리로 포직하는영상이 실시간으로 

앤타곤의 컴퓨터와 연결딩니다. 그형지만 시각적 독해이기에 정팍하게 알 수는 

없죠 엄밀하계 자기 눈으로관할힌 게 아니리 영상을 만독연 것이고, 그 결과에 

따러 인간이 인위적으로 핀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셰 번째 보여드리는 영상은, 실제 테러용의자틀공격해서 폭파시키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연 잉게 룰수 있습니다‘ 이스러영 앙위군, 

IDF리고 하는데 그들의 동영상 사이트가 2009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테러 용의자를슴격하게 되연 언른보도틀 동해 문제가되기어|, 얼마나 정쪽하게 

테러리스트틀 요격하는지를보여주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으로 실시간 흑은 

녹확해서 앙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구호얻동모습도 있지믿, 

딩시 히마스 군사시설, 지도자 거주지틀습격하는 장연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전에 보신 이글아이 같은픽션(Ficti。n)영확와 얼반 

자이가 없습니다.그런데, 앙위군이 유튜브에 채덜까지 인들어서 테러리스트틀 

저런 식으로 소당하고 자링하듯 을리는게 과연 흥보에 도율이 될까요?이들 

스스로는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폭격이 2자가혜 폭격이 아니et는 

것을 지링하고동시에 중동정세에 관심 있는형은이들에게 이스러영의 상황을 

진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들어가시연 IDF랴고 

검색하시연 저런 영상을 굉징히 많이 룰 수있습니다. 

조금뒤에 이야기하겠지만 9。년도 걸프전은CNN을 통해 저음으로 

생중계 펀 전쟁이었죠60년대 미국이 전쟁에 개입혔을 때 베트남 전쟁에서 

실매한 가장 큰 이유는 여른 전쟁이리고 생각했기에 90년대 조에 걸프전을 

맡 때는CNN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이 도율이 되고 흥보에 유리알 것이러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흥보전에도 승리틀 거뒀고요.그 때 이후로 마진가지로 

이스리엘 군도그런 생각이었다고보이는데 저런 폭격 동영상을 을립으로써 

오히려 반대 여른을 무마시키는 거죠 ‘01글아01,도 마진가지지만, 실제 영상을 

보는 시링은 무슨 생킥을 일까요? 연실과 픽션사이에서 어띤 자이의 감각을 갖게 

힐까요?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저해있는 미디어적인 조건이랴고 생각이 듬니다‘ 

일자적으로 보연 여|전과지금,영상을 접하는 가징 큰 자이 중의 하나가 

시자 없이 재닌 테러 등의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뎌|, 영화흑은예솥에는 시자가 있습니다‘ 작픔을 제직하고 믿들고 

설지하고 개롱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 자이가 발생하게 되고, 시간의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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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리의 자이가 발생하게 되연 시림이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암써 

글을 쓰고 다음날 아짐에 일어나서 수정을 하잖아요‘ 영화의 정우에도 죠|소 

3개윌, 킬연 6개월 이싱 영상을 제작하거나 떤집하연서 하나하나의 영상에 

대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자 없는 영상의 승줄은 

문제틀 발생시겁니다‘시자 없이 영상보기가가능하게 펀 이유 중의 하나기 

를랴이비전인데요, 을랴이비전은 을 HI릴e.1오(Paul Viril i。)가 룰인 명징입니다‘ 

날아다니는 비전이죠‘ 조금 전에 웠던 IDF영싱01나 이글아이 같은영화에서 저 

멀리 띨어져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아프리카오지의 테러 용의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집 인에서 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을et이비전은 원격 근접성이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리이비전이랴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영화와는자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리고 말맡 때, 엄밀히 밀하연 영찍도 원격성과 측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는관객에게, 지금여기서 멀리 일어진 다른 장소가 우리에게 

줄연하는 감각을 주죠 극장에 앙아유럽의 풍경을 보고 멀리 떨어진 장소, 

시E뻐|서 영어지는 사건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은 감각을 주고요. 

사실 영화는 이동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는 사람을 율직이게 합니다. 

죄근 넷g릭스(Netfli.시기문제가되기도 했는데요. 그 앙식은 영화가 집으로 

들어오거나 모바일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영찍틀 온다는 것은 ‘영화틀 보러 ζlcf'는 것이었어요 영화가 놓인 

물리적 장소, 이틀테연 극장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연 영화를룰 수없었어요 

영화가 몰나연 다시 집으로 즐아가고요‘ 영화 그 자치|도 실은 물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시간찌리 영화는보동6-7개의 렬로 구성딩니다‘ 미국에서 

민들어진 영확를 한국에서 보려연 그 밀름이 배나 비앵기로 한국에오고 

극장까지 오게 되어야영화틀 룰수 있습니다‘ 사실 영확틀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물리적 이동인데, 접자적으로 물질성이 정보화되연서 이런 물리적 

이동 없이 영화가 승줄되는 형태가되죠 그게 텔레비전에서 시작해서 죠|근에 

넷을릭스까지 오게 펀 것이고요 

그래서 을 비럴리오는영찍는 상대적 측도리하고 우|성생중계는 절대적 

측도러 영니다‘ 시자가 전혀 없는 정우죠‘ 속도리고 하더러도, 영화틀 온다는 

것은 무언가에 열리 도달하는 것이 아니랴 그과정을 즐기는 행위죠 2시간찌리 

영화틀 온다는 것은 2시간이et는 시간을 제엄해나가는 것이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앵이나 올직임과 같이 목적지에 삐르게 도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리 

도직하는과정끼지 이르는 여정을 즐기는 게 영확지|엄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속도리는 시자 없는 영상의 승줄은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무한한 

측도로 울직이게 만드는 거3ε그런 점에서 보연 이동성의 느임을 주는 형위가 

아니러 즉각적으로 무언가에 직연하게 민드는 것이고요. 대기시간,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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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잦아가는 시간 그러고 집에 돋아가는 시긴을 다포엄하는 것이 영화틀 

보는 져|엄이러한다연 생중계에서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도에 의안, 그런 

모든 이미지들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딩하거나그 이미지가 우리틀 잦아오게 

하는 신속성이et는 거죠 지금 당~I랴는시간에 우리틀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안을랴이비전이랴는 것은 ‘원격적 보기’인 동시에 

‘지금 딩장’연실에서 영어지는 그 사태틀 영상 이미지를통해 즉각적으로 보게 

믿들어버립니다. 영화를 지금 찍어도 연실적으로그 이미지틀보려연 상당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통해 연실이리는 것을 갑지해 들어가는 

데에도인티벌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의 등장과 더줄어 생중계et는 

것은 연실과 이미지가 룰어버리게 안들어버립니다. 연실과 이미지가 줄어버리는 

연상이 발생했을 때, 영상을 보고 연실에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상을 

보고 연실에 개입알 등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일자적으로 원격보7let는 것이 을E쩌|비전을 동해 실연펀다는 것, 이련 

원격지배가 기본적으로는 김시 징지와 유사하다고 맡수 있는데, 가영 어린이 

집에 가연 유지원 교사가 O땀을 억대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키며|랴틀 둘 것인지 

밀 것인지 논린들이 있잖아요. 두는 게 나을 까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용작하게 

되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영어지는지 지켜룰수는 있지인, 실시간으로 

김시를믿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원격적으로 김시해서 를 권리가 있는지 이런 

문제도발생하고요 

이형듯 원격보기εi는 것은 김시, 통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는데, 

동시에 김시통제에 대한 문제훈믿아니et, 멀리서 그영상을 지켜보는 우리의 

조건과 그 영상과의 관계 인에서 도덕적 만딘과 윤리성의 문제를 발생시킴니다‘ 

아이를보호힌다는 명목으로 감시 카메et틀 믿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나’랴는존재는그 영상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어디서든 

김시해서 룰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영상과 내가 잊덕트리는 관계 안에서 울리적, 

도덕적 문제가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위성생중계와 김시카메리 이전의 Et계틀 보연 영상을 징하는 것은 

영화관에서 영화틀 보는 앵위에 국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윤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집담적으로 사람이 관람하는 행위 안에서도 결정되는 거고, 

그 영상을 만드는 시람이 쩍임져야 알 문제et는 거죠우리가 어띤 영효밭 보고 

‘정말 비얼하다.’랴고 일 때 그 비얼하다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따져보연, 

그것을 안든 사람의 문제리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영효밭 보고 만혹스럽지 않고 

이 영화가 도덕적으로 힐못흰 것 같다연 그영확틀 찍은 사람, 김독의 힐못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위성 생중계나 감시카메리로 어떤 영상을 픽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의 귀작은그렇다연 누구에게 귀결윌까요‘ 

아이를괴롭히는 유지원교사?아니연 그걸 지켜보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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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언제나 텔레비전 잉승에서 나오는 ‘00녀’ 사건, 흑은 

유튜브에 을랴오는 폭력에 관한 영싱을 룰 때 발생하는 문제와 연결딩니다. 그 

귀쩍사유가 누구에게 돌아킬수 있는가는 더 논란의 문제입니다. 오늘 잠여하신 

문들 중에 제직하는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E벼|는영상을 보고 있는 

관럼자, 구경꾼, 그 조건에서 보연 영싱을 바리보는 우리들의 도덕적 윤리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룰 것인가에 조점을 맞줘서 이야기를 드러고 싱습니다‘ 

구경문의 쩍임성이랴는문제인데요, 짐사가 발생었을 때 흑은영화틀 

를 때, 흑은 위성생중계로 재닌의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게 윌까요? 잭임감을 느끼게 되잖아요.아끼보신 

대지진이나 셰윌호 곁은 경우, 저는 한국인으로서 죄근 몇 년간 흑은 21세기랴는 

시대 인에서 가장 큰 잠사는 세월흐리고생각영니다‘ 하나의 재난으로서 규모가 

컸다는 그 문제안이 아니랴.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서 짐몰하는 배를 

지켜보고, 아무도그것에 대해 무언가틀 맡 수없는 무력한 싱황을 며일간 

몇십 일간 그렇게 보게된 거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 쩍임성의 문제, 

제 생각에 약간 다르게 이야기 드리자연 우리가 그영상을 왔다는 것에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델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기서 우리는아무도 

자유로율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왔지안 아무것도 하지 못었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연, 시정지러던가 그 영싱을 보고 있는 사림들이 느끼게 되는 잭임깅과 

한면으로는 무력강 둘 사이틀 왔다 갔다하는곤란한 상핑인데요. 텔레비전을 

통허| 일본대지진이나 아이티 지진 등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얼어지는 재난을 

보고 있을 때 보고있는 것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에서 어띤 

태도와 쩍임과 상태를느끼게 되는가, 그것이 하나으| 질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어지는 질문을 생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재닝 영상의 문제입니다.여|전에는 소식이 하루, 

이돋 심일을 넘격 재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누군가 

사밍했다는 소식을 트위티나메이스륙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게 딩니다‘ 이 

싱형을 어떻게 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흰 힐문이 of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그것을 짙영하고있는 사람, 즉 짙영하고 있는 사림이 그 

무언가 사건이 영어졌을 때, 그는 연장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니중에 

유튜브나메이스륙이나 앙승에서 보게 되는데요, ‘실져|로 왔다’리고 하는 것과 

그것을 나중에 영상으로 접하는 시림 ζ써| 어떤 자이가 있나요? 더 이싱 자이가 

없을까요?보는 것으로 잠여하는 시림과 실제 연장에서 영어지는 일에 증인저럼 

존재했던 사람ζ써|는여전히 출혀지지 않는 경엄의 공유물가능성이 있습니다. 

셰 번째는 너무 많은영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40-5。개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찍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동영싱 알영이리는 것이 전문적인 사럼에게안안정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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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누구나찍을 수 있고 누구나찍은 영상을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 ... 

하지만 누구나찍을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유튜브에 을힐 권리도 가지고 

있을까요?영확깅독들이 액머샌트 다찍을 권리가 있던 건 아닙니다.제작자와 

자돈이 허용해야 영상을 찍는 건데, 지금은 모든 사림01 픽을 권리가 있고 배포알 

권리가 있는 것저럼 보입니다. 그권리가 있어서 유통이 되는 건지, 아니연 

유튜브et는 채널 자져|가 실시간으로 을리기 떤연 구조틀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 

시스댐 인에서 영상이 유동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온적 질문은‘왜 픽는가?’입니다‘ 여|틀 들어 월은 암면을 

찍은 김독과 이야기를 하더러도 ‘이 징연을 왜 찍었나요?이 징연이 왜 

밀요했나요?’et는 질문을 하곤 힐니다.글을 써도“이 문장은 왜 들어갔나요?”랴고 

묻고요‘ 여러 가지 답연이 Lf을 수 있지만 자기가찍은 것을 하나의 직음으로 

구성하는데 자기으| 정당성, 그 이유, 근거의 부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림은 김독이 아니잡아요 

그래서 뭔가를 찍는다는 앵위틀 혔을 때, 왜 찍는지는모르고 일딘 찍는 거죠. 

순간적으로 플혔겠죠. 질 알지 못한채. 그리고 질 알지 못한채 영상을 을리고 

나중에 생각힐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기가찍은영상에 대해 로엔트틀 믿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디〈웃음).구도가힐못됐다거Lf, 대상을 증문하게 표연하지 

못했다거나 등의 비명적 코멘트를 받는 경우가없어요.그런데도 끊임없이 영상을 

찍게되죠 

중게 말하자연, 무언가를 찍는다는 앵위는시간적으로 그 이후시긴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픽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점을 언제나 준비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여기틀 넘어서 누군가Oii게 내가 보고 있는 이 무언가틀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직 영확를 보진 않았는데, 초|근 개용흰 ‘택시 운전사,(A Taxi Driv er, 

2017)리는영화가 있죠 독일 잉송 카메랴맨이 굉주에 들어가서 당시 굉주의 

진상을 얻영힐니다. 그 행위는 지금 내 눈앞의 사태를 나만 즐 문제가 아니랴 이 

시간 이후, 여기 바낄에 있는 사럼에게도알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찍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도 기자,보도 다큐앤터리 김독의 행위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모든 시링에게 해당되고 누구나 픽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조상권의 

문제도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성생중계 문제로 돋아가 보자연, 

사건 연징이| 있던 시림이 누군가틀 짙영일 때, 그는증인의 우|지틀 접하게 딩니다. 

그런데 원격보기 .|성생중계틀 통해 내가 무언가틀 보는 것도 마진가지로 관객을 

그런 증인적인 위지에 놓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멀어지는 사건에 목격증인의 

뀌지가 팀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픽션이 아니랴. 러이브픽션이et는 것이죠 Of:까 

온 스스나미, 대지진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위성 생중계는 우리틀 그런 증인적 

뀌지로몰아넣는 가징 기온적인 증인의 징르리고 표얻을 맡 수있습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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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연장에서 사람이 느컸던 김정 흑은 

그가 느꼈던 고동이 영상을 통해 보는 사람이 갖게 되는 김정, 끔픽힘과 통일한 

것일까요? 경엄펀 트리우마(Tauma)가 있다연, 중계펀 트et우마가 있는 거죠. 

중계된 트랴우마,흑 영상을 통해 재난연장을 보게 될 때,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는 굉장히 무력하고 수동적 위지에 놓여있습니다.그러나한띤으로는 

전지적 위지로, 모든 영글과 각도에서 그 사건 연장을 보게 딩니다‘ 그 연징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만 룰 수 있는제한펀 시각과 딜리 시정자는종합적이고 

띤재된 전지적 시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전지적이지만 무역합니다. 우리가 

개입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그래서 수동적 위치입니다. 텔레비전 시정자는 

때문에 행동의 무기력과시선의 전능힘이et는 모순된 상항에서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행동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알 

수없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월까요? 멀리 띨어져서?그것인이 

아니랴 흰펀으로는 실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여|펀 시l!OI 있다연, 그 사이에 

개입알 앵동알 여지가 있지믿, 지금 당장 영어지는 시•H틀 보고 있으연 개입알 

여지가 없는 거죠 재해나 사고, 엄죄 사건을 멀리 떨어져서 보는 우리의 조건을 

고려하자연, 영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건에 E뼈되고 있고 쩍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는 것으로관여되는 거죠 

구로사와 기요시(Kur.。sawa Kiy。shi)et는 일본감독이 만든 

‘절규>(Sakebi, 2。06)랴는 영찍기 있습니다. 이 영화가 왜 무섭냐연 계측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 귀신이 윤리적 쩍임을 룰으연서 ‘너도 쭉어야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정신영도에 갇혀 있던 여인입니다. 도쿄안 

근저, 정기선이 지나는 곳에 있던 정신병원이 무너지기 직전 그곳에 갇혀있던 

여자였는더|, 그녀는 하염없이 정신영동 장쉴에 셔서 배타고 지나는 사람을 

옵니다‘ 그런데 연명도그녀를구제해 주지 않은 거예요.그래서 쭉기 전에 다짐을 

하는데, 내 눈과 마주쳤던 모든 시람을 흑인다고 해요 배틀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직접 온 경엄은 없어요. 그저 정신영동에 뭔가 있나하고온 게 

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은, 우리가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딘지 눈으로 웠던 

모든 것이 내게 되돌아와서 혹음을 선고연다는 거죠‘ 눈으로온 것으로, 죄틀 짓는 

게 얼마나 않을까요. 텔레비전으로 온 것도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무언가틀 

‘온다’는 것은, 반대로 저기에서도 나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온다? 

휴대폰도 나틀보는 거여|요. 도|돋아오는 거죠 그 되돌아오는 시선으로 만들어낸 

놀러운 공포영효|예요 마찬가지로, 이징동 김독의 ‘시>(Poetry, 201이et는 

영회에서 보연, 여자 주인공이 지매조기 증상 때문에 영원에 앙문하는데 그 때 

텔레비전으로 이스랴엘군에 의한 폭격으로 한 어머니가 자기 일을 안고 울부짖는 

장연이 있습니다.그 다음, 영원 바낄에서 이 여인은 어떤 어머니가 자기 밀이 

쭉었다고 울부짖는 장연을 보게 딩니다‘ 그런데 니중에 알고보니, 그 띨의 쭉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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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손자가 관여되어 있던 거죠‘ 이 알머니가 무한한 잭임을 느끼게 되잖아요‘ 

저음에 텔레비전으로 팔레스타인 영상을 보는 것과, 영원 엮에서 어머니가자기 

띨이 쭉었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 것에는어떤 자이가 있을끼요? 거기서 

발생하는윤리와쩍임성의문제가시틀쓰는행위에서 자꾸룰거지게 팀니다‘ 

시틀 배우러 간콧에서 시인은 이형게 밀합니다 • • 시틀 스스려연 제대로 외야 해요 

한 번도 사과틀 제대로 본적이 없지요‘ 자기 눈으로제대로보셰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제대로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손자가 소녀의 흑음에 관여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쩍임틀을 울러일으키는지 이 

영확를보연서 생각하게 딩니다‘ 

이형듯, 어떤 사건이 미디어에 중계되고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에 

관여딩니다. 하지믿, 자이에 대해서 짐깐 얘기를드러자연,제엄펀 트et우마와 

중계된 트랴우마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엄된 트리우마리는 망각이나 연화, 

억압 등의 여러 과정을 적습니다‘ 흘로코스트(H。|。caust) 생존자의 증언이나 

케이스를보게 되연 끔찍한 일을 엮은 사람은그컬 잊고 싶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슬직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룰구하고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태도 많습니다. 중계된 트리우마도 그 비슷한 경엄을 하게 되긴 하지믿, 

중계된 이미지로서 뭔가를온다는 건 그 이미지는 기록되었기에, 엉게 시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징안에서 온 것은 그 순a써| ,qef집니다안, 그래서 내일이 

되연 이것을 기억에서 떠을힐 수도 망각될 수도 있는데, 중계된 트랴우마는 종종 

지원지지 않는 기록저럼 이미지가 너무나 굳건하게 줄어있는 거죠 예를들어 

셰윌호의 기록, 9·11테러 당시 비앵기가 증돋하는 징연은 내가 경엄한 것과는 달러 

유튜브에 들어가연 언제나 룰 수 있고, 이것은 결E 샤리지지 않을 거리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기록과 마주하는 시태는, 그 이미지가 어디에나존재하는 동시에 

우리가 전지적 시점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보기에, 거기에서 헤어 나을 수없는 

무기력과수동적인 .|지에 놓이는 거죠. 

이러한 재난의 중계et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여러 액자들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재님과 

공포와 위엄을 사람들에게 고지하연서 안전힘의 추구리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의 

싱픔저럼 안들어가고 있는 사회리 말합니다. 텔레비전믿켜연 어디서 누가 

누구를 쭉이고유피하고 폭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지안, 텔레비전을 E고 

나연 조용한 거죠 텔레비전에서 온 사건과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연의 고요힘 

사이에서 이싱흰 긴징감이 엉성딩니다. 내가 온어떤 일이 내일 우리 동네에서 

발생알지도 를et, !E는 텔레비전에서 온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 

et는 잠재적 공포가 안연되고, 그것이 엘리베이터틀 타거나 저녁 귀갓길에 

끊임없이 우리틀 무섭게 민들어버립니다‘ 재난의 끔찍힘과고요한 내 주변의 

일상적 삶의 울완전힘, 이는언제나 잠재적으로는 사건이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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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안정한 감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앙에 대한 공포심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터널>(Tunnel, 2016)같은 영화틀 보고난 뒤, 자를 타고 가연 

무너질지도 모른다는두려율이죠 그과도한 공포와 울인갑. 그리고 그 물인을 

근거로 끊임없이 룰인연 감정을 동원해 나가는 알리우드 영화가 잉산딩니다. 

사실 계옥 힐못된 접안 이야기틀 드린 것 같은더|, 재뇨IOI나 사건을 

중계하고보도하는 것은 실제로 보도 흑은 신문 앙송들이 깅고 있는 책임이기도 

힐니다. 예틀 들어 영사의 쭉음이et는 사진 한 징은 스때인 내전 시기 전쟁의 

잠흑힘을 알리는 계기가되었죠 오른쪽 보시는쓰나미 사진은 재뇨IOI 사람들에게 

어떤 고동을 인격다 주는지 알려줍니다. 또 다른예시는 베트남 전쟁 때 전쟁의 

끔픽힘과 비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싱딩한 기여틀혔습니다. 냉게 보자연 

베트남 전쟁 시기까지, 저널리즘 특히 사진보도는언제나 정부나 국가가 자앵하는 

전쟁의 추악힘과진실을 폭로하는데 적극적인 역알을 했습니다. 말을드린 대로, 

9。년대 걸프전 텔레비전 생중계를 동허| 전쟁을 실시간 보도하연서 차이가 

빌생합니다. 

2001년에 있던 9·11테러는, 미국온토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러리고는 

싱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텔레비전을 동해 생중계되어 전지구의 시정자들이 그 

사건을 보게 되며 전 지구적인 애도를혔는데, 어떤 이들은그 장연이 다이하드의 

한 장연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혔습니다. 그게 테러리스트들의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생각하연 연실에서 상상일 수있는 것보다 윌샌 더 큰 상상력을 

동원한 테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장 큰 증격 종의 하나는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9 ·11 테러 이후 알리우드영확는룰가능해졌다,모든재난영화와 

테러영호L 들록버스터 영화틀이제는 안들수 없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왜냐연 

그것이 끊임없이 9·11을 떠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믿 지금 생각해보셰요, 

모두 영화틀 찍고 있습니다‘ 1-2년이 지나고 그런 생각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사실, 영호밭 어컵게 믿든 것은 다른콧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실에서 영어진 

사건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온 것으로 연실과 이미지가 물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미지와연실은 운영 거리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재난이 

이미지로중계되는 슨긴, 연실과 이미지가 등지되어버리며 재언이 곤란해집니다. 

말하자연, 영상의 장조영역을 흰정해버린다는 거'1t. 텔레비전 시정의 동시성이란 

결과적으로 그것을 온 사람에게 영싱과 연실이et는 원래 동일하지 않은두 시태가 

밀직해버리는효과를인들어냄니다. CNN에생중계펀앙식자져|가9·11 테러에 

대흰 우리의 이미지를 안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다른 형태로우리는 

그 사건의 기억을 떠을릴 수 없게 되는 일이 멀어집니다‘ 

사려|틀 밀씀드러연 9 ·11 테러를 다룬 픽션은 상당히 뒤늦게 나왔습니다. 

다큐앤터리는 20。1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픽션은 20。6년에야 

민들어졌죠 그 중 하나71 ‘월드 트레이드 센터)~。rid 까ad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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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로, 을리버 스튼(。liver St•。n리이 안들었는데, 그는 어떤 고믿을 하게 

되었냐연 재잉에 대한할 일려진 이미지틀 어떻게 횡용하는 것인가 입니다. 

CNN중계로보인 이미지와 어떻게 대응해 픽션을 안드는가의 문제입니다. 

영상을 픽는 사람은텔레비전 이미지에 대해 시각적으로 어떻게 대저알 것인지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기억에 징작펀 시각과 다른 앙식으로 

어떻게 g상을 시도맡 것인지의 고민입니다. 실제로 을리버 스튼 김독의 영화를 

보연 다큐앤터리로 포작된 영화들의 영싱앙식을 픽션으로 번역해 직업을 하고 

있음을일수있습니다. 

이런 시도틀 보여주는 사허|가 21세기 조에 유행한 p。V영효i들로, 흑 

p。int 。fView리는 밀로, 대딘히 제흰적, 특정한 시점을 빈영한 픽션들입니다 

1999년이| ‘들헤어윗치 프로젝트.>(The BlairWitch Pr.。ject, 1999)리는 저예산 

공포영화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장작한 카메리시선으로안포직연 

영화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크로버밀드>(Cl。verfie ld, 2008)같은 

을록버스터 영화들도 나왔는더|, 캠코더에 의해 포작딛 수 있는 제한된 시선으로 

믿들어낸 영화입니다‘ p。V영화들의 엄람은, 연실이 재뇨F영화의 수준을 

조과해서 발생혔다는 것, 한먼으로는 전쟁이 실형중계로 앙승되고 있는 것. 

그러고우리가연실이리고부른 김각이 내용적 즉연이 아니랴형식확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9 -11>(9· ll, 2001)01랴는 다큐멘터리 영찍가 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저에서 일하는 소응κH원의 삶을 그린 다큐앤터리입니다. 이 직픔이 

흥미로운 것은, 소앙대원을 따랴가던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우연히 비앵기가 

빌딩에 증돌하는 테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카메랴 울직임이 을리버 스튼의 ‘월드 트레이드 샌터M。rid Trade Center, 
20。6)에서의 표상형식과 겉습니다 픽션을 다큐앤터리의 형식대로 εμ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RE<그([REC], 2007)의 경우도, 9·11 테러에 

관한 소잉대원의 다큐앤터리틀 공포영화 버전으로 만든 것이러 밀일 정도로 

형식이 통일힐니다. 무슨 내용이냐연 영은여자 리포티가 카메리맨과 힘께 

소앙대원의 심을 담아내는데, 그러다 소응κH원들이 긴급줄동하는 슨간을 

따리가게 되는 거죠‘ 그러연서 공포의 연장을 목격하게 딩니다. 이 영화의 모든 

시점은 저 리포터를 픽고있는 잉송 카며|랴맨의 카메리시선입니다. 

다음 영호밭 룰까요. 한국작음인 ‘더 테러 E쩌|브>(The Terr•。r, LIVE, 

2013)도 이런 p。V영회중의 하나입니다“RED와 같은 엄밀한 POV영화는 

아니지만형식적으로를 때는 유사한 즉연을 가지고 있죠. 내용이 사실감을 주는 

게 아니랴형식에 사실감을 주는 겁니다‘ 여|상지 않은순간에 갑자기 열어지는 

일을 찍었을 때의 형식적 틀을 영확가 휘하게 되는 거죠‘ 

‘크로버일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핸디캠의 영상으로, 연 남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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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진구틀 픽다가 우연히 괴물을 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행앙식도 

우연히 소앙대원을 찍다가 9·11을 목격하는 되는 것과 통일한 앙식을 휘하고 

있어요. εH영의 즉연에서 보연 굉징히 놀러운 잉식인데, 아무도 이런 영찍틀 

즐기지는않았어요(웃음) 이 감독의 가징 장조적인 영화이지믿, 상업적으로는 

가징실매한영화였죠 

스티븐 스밀버그의 ‘우주전쟁•f:Nar。f까1eW。rids, 2。05)은 굉징흰 

직음입니다.영화의 조빈부 장연이|, 재난의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틀 

흥미톨게 보여줍니다‘ 누구는휴대폰으로 통확틀 하고 있고, 지금보시는 것저럼 

누군가는 캠코더로 짙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듣H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E변해, 조지 A. 로메로George A. R。mer.。으| ‘다이어리 오브 더 데드〉 

(Diary 。f the Dead, 2008)의 연 장연을 예틀 들어보자연, 알영을 해야만 

이해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업니다‘ 그것을 다른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겪는 입도적인 연실을 극록일 수 있습니다. ‘크로버일드j으l 마지믹에서도 

정은 커를이 쭉기 직전에 카메랴에 자신들의 마지막을 기록하연서 “이 영상을 

보는 사림은 니중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딛 것이고, 저 괴물을 되지알 수 잉엄을 

얻게 윌 것이다.”리고 말합니다. 짙영을 하는 것은 무언가틀 극록하기 우|힌 

것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버마V」>(BurmaV」 Rep。,ting Fr.。mA

Cl。sed c。untry, 2。OB)et는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 을러왔던 버마 힐쟁의 

영상들을 종합적으로먼집한영확입니다.지금까지는 약간 부정적 언급을 

해왔지만, 연면으로는 이런 영싱들의 종합과컬힘을 통해 우리가 적고 있는 

시태으| 본질에 더 접근해 들어갈 수도있습니다. 이러흰시도는 21세기 들어 많이 

니터나고있습니다. 

저음에 이야기 드러려 했던 것보다는 많은 주제틀을 건드리긴 었지믿, 

제가 밀을드러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질문입니다.수없이 많은재난의 

영상이나 테러 영상이 유튜브,메이스륙, 모바일,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 되고, 

이틀 떤인한 응엔에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혈 때보는 것으로 

e_K껴되는 잭임의 문제틀 어떻게 사고알 것인지, 그렁게 우리틀 조건 짓는 상항을 

어떻게 룰 것인지, 그러고 거기 e_K껴되어 있는윤리적 잭임성의 문제틀 어떻게 

다른 잉식으로극록해 나갈 수 있는지의 질문입니다. 슨위운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우리 모두가영상의 장직자이고 비명가인 조건에 놓여있기어|, 

즉누구나 영상을 찍고 을리고 보여주는 상황에서 영싱과 미주하는 사태틀 어떻게 

룰 것인가는 우리의 공동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놓인 싱형과시대가 그런 재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뜸인 아니et, 이전 시대와 특얼히 자이가 있다연, 그것이 언제나 중계되어 보여 

진다는 점입니다.그럴 때, 영싱으로끊임없이 재님의 순깅을 보고 있는 이 상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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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그것이 깅연의 제목을 줄인 이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미디어 윤러나 아니연 도덕과 관련한 문제틀 이야기 일 

때연 어떤 특정한 시림들으| g동과 행태틀 말하게 되잖아요. 예를들어 어떤 

젊은이가무례흰행동을하는 영상을 누군가휠영해 인터넷에 을린다연, 실제로 

그런 영상을 픽을 권리가 그에게 있는지, 그런 영상이 미디어에 유포되는 것이 

정당안지, 흑은그컬 보고 뭐랴 대꾸틀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이 모든 부문은 지금 우리틀 줄러씨고 있는 환경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틀을 어떻게 룰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엉지 

않은 문제입니다.누구도 책임의 귀쩍사유틀 갖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3ε 2009년에 열어진 보신킥 타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딩시에 종각역 근저에서 사람들이 시위틀 였었고, 그 때 KBS 

잉송이 보신킥 타종앵사시에 시위연장 소음이 잉승에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신 박수소리를 넣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미디어 조작을 둘러씬 

논쟁이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앙송의 부도덕힘의 문제푼안 아니et, 구체적으로 

이런 잉송중계가 정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왜냐허연 그 당시 

그 앙승을 중계했던 쪽은시청자의 를거리틀 위해서 시우|틀 영이던 사람들의 

목소리 대신 박수소리틀 넣었다고 밀었습니다‘ 그 앙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신각 타종을 듣기 위해서 보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의 시위를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승조직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잉송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시정자의 를거리를 우|한 것이니, 이런 조작은 정딩흰 

것이리는 말입니다. ‘시정자의 권el'틀 내세원 미디어 보도의 잭임을 그 쪽으로 

돌리는 것이기도 한데,어쨌든 이런 문제를 줄러샌 논린에서 잭임이 누구에게 

귀작딛 것인지는 곤란한 문제입니다.과거의 일이지만, 김선일씨 피립동영상의 

공개여부틀 틀러샌 논란도있었습니다. 잉송이 이틀 보도해야하는7t, 아닌가틀 

둘러씨고 논린이 있었는데 죄종적으로는보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잉송과 보도를 둘러씬 문제 인터넷을 통흰 영상의 유줄을 들러씬도덕적 논린이 

죄근에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틀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보는 것의 미디어 윤리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강연은여기서 

마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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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사람을가르진다 

김킹연 

건축을 예슐이며 문화며 인문학으로 

말하지 않기로 하자. 오늘닐 건축을 이형게 

밀힘으로써 실제의 건축을 가린다. 건축은 

생왕이고 사회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것을 가르지는 동로다. 건축은 집이지만 

바닥과 역과 지릉으로 믿들어진 구조룰을 

영샌 벗어난 것이다“건축을 만드는 것’에서 

‘건축으로 믿드는 것’으로 건축에 대한 

시션을바꾸자. 

Architecture teaches pe。p’e

Kim Kwang- hyun 
Let’s n。t say that architecture is aπ 
and culture, and humanities. T。day,

we hide true architecture by saying 
this. Architecture is a way 。f life, 
s。ciety and a medium t。 teach many 
thin뚱 pe。pie live by. Architecture is 
a h。use, but it is far rem。vedfo。,n
structures made 。f fl。。rs, walls 
and a r。。f Let's change 。urview
。n architecture by changing h。m
‘making architecture' t。 ‘making fro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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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teaches people 

김광현 

김굉연 가끔 가다 미대 교수님들이 요청하셔서 강의를 몇 번 하는데요. 끝닐 

때마다 듣는 징잔이 이런 거예요. ‘건축도 잠 풍은 예솥이에요. 그렇죠, 션생님?· 

그런데 왜,“건축도’리고 하실까요?‘건축은 영 를일 없이 왔는데 오늘 선생님의 

강의틀 듣고 명 건축가의 문장을 보니 그것도예슐의 반열에 낄 수 있다는 생각에 

김틴했다/고 들리는데 울른 선생님들이 그형게 말하지는않으셨을 거예요‘ 중은 

뭇으로이야기하신거죠 

건축가들은 자기가하는 일을 예술이리고 명가밑으연 굉장히 중아하고 

바깥쪽에서도 농담으로 멋있다고 하연 .저건 예술이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예술이리고 하니 ‘건축의 주요부문이 예술이다.’는 생각을 하게 딩니다‘ 

저는 내년 2월에 되직하는데요 한 50년 가까이 대학교들어와서 

건축 공부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 거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건축의 

주목적은예술이 아닙니다‘ 예술이 아니어도 괜잖아요. 자꾸 건축을 예술이리고 

하니,뚜렷해 보이는 것이 우리나etoll 너무 많습니다‘ 일싱적으로 이야기하고 

획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지고요. 저도 학교에서 설계틀 가르지지안 전국에 

있는 건축 전공 억생들에게 빛과 그립자와 조영과히나인 건률을 가장 많이 

기르집니다. 

그런데 건축물은그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연 조금 더 냉거|, 

우리가 직가랴는 입g뼈|서 보연 그런 건축물과 세계적인 상을 타는 사람들이 

많으연 좋겠죠. 그런데 좁 다른 관점에서 보연, 싱 안탄건물에 사는 사림이 

99.999···% 입니다‘ 그러연 그것은 건축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듬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건축에 관심을 가지실 때,여기는 장직샌터고 효|확나 

조킥이나 이런 예슬을 좋아하시고아마 영상을 하시는 룬도 많이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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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건축이 무슨도율이 되냐고 률을 때, 이|상하기로는 이마 조금 더 예술에 

가까운이야기틀 듣고 싱고그것을 기대하시는룬들이 모이셨겠지만 그런 게 

아니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사람을 가르진다는제목인더|, 그럼 건축을 배워서 뭐하나. 

이것을 예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 다른관점에서 이야기했으연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야알 것이 인문학이리고 하는 밀입니다‘ 

죄근에 잭앙에 가보연 ‘인문액적 건축’이et는 밀01 많01 보이는데 제가 

성격이 좀 나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문액적 건축01εi는 말은 성립도 인 되고 

있어서도안 되는 밀입니다‘ 왜냐하연, 건축이 갑자기 존증을 받아야되니 영액적 

이야기도 하고 사람이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이야기 하니끼 

‘건축도 인문획적이구나, 그걸 이야기 하연 바보 같은 건축이 갑Xl71 또 끼게 

되어서 중은 연도 발건알 수 있겠다.’리는생각을 가지는데 인문획적 건축이리는 

말을 쓰지 마시기 비랍니다 

왜냐하연 영액은 영획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죄근에 네이버 열린 

강담을 보니 들뢰즈(Gilles Deleιe) 강의가 있어요. 저도 들뢰즈 강의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인더|, 그형게 어렵고 대억교 액생들에게 가르지기도 

어려운이야기틀을 왜 시민들에게 가르집니까‘ 왜 대획에서 기르져야알 

인문학이나 껄액을 시중에서 가르지느냐 이거죠 그러다보니 건축은콘크리트와 

컬과 물질적인 재료, 흔히 말하는노가디랴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뭔가 그혈싸힌 

이야기를 하니까 ‘Ott 인문획적 색채틀 넣어서 건축이 저렇게도 해결알 수 
있구나.’리고 하는데 전안의 밀씀입니다. 건축은 ~히 그러게 말해야하는데도 

룰구하고그형게 이야기 하지 않고 이야기가 없고 바탕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그냥 덩어리로온다는 거죠 

죄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새 조등액교 체육관 설계가 있었습니다‘ 

도합 해서 열 개 정도의 체육관이 나왔습니다‘ 킥 조등액교 교사가 나와서 자기 

획교를대연하는데 오직 위치안 이야기 업니다 그래서 제가 틀어보았습니다 • 

• 조등억교에 체육관이 생기연 OfOI들의 어떤 점이 딜러진다고 예싱합니까?” 

그런데 그 말이 어려운지 대답을 못하시더리고요. 그래서 좀 더 엉거|, 

.져|육관은 획교의 공간 중운동장을 제외하고 가징 녕은공간인데쥐는 

시간에 체육E뻐|서 저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각각 어느공ζ써|서 무엇을 하며 

뛰어놀수 있을까요?.랴고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무슨 말인지 이해틀 

힐 못하시더군요.그닝 학교체육e_fOI 있으연 중은 거예요 심사가 시작되고 

건축가들이 인을 냈는데, 져|가 보기에 거기 얼 개 인은 옛날의 지|육관이나 다틀 바 

없고 돈이 생기니 히나지어주려는 것뜸이지 그 이상의 을러스일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연 무엇을 더 해야 를까요?저| 생각엔,획교에 체육관이 있다연 아이들이 

쉬는 시ζ써| 목도를 가로질러 안 1。운동안 그냥 위기만하는 게 아니랴 뭔가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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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만들연 중겠거든요.오르릭내리릭하는 계담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장의역이 없더리고요. 액교는체육관의 준비가 인된 거죠 그리고 체육관을 지을 

때 강"101나 체육관으로 었으연 좋겠다고 강조하는데, 일 년 얼두 달 깅당이나 

져|육관으로 쓸 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 3-6개월 정도 인더|, 나머지 6개월은 

무엇으로쓸까요? 

죄근 얼획, 포스트모더니즘(postm。dernism)의 쩍심은 ‘사이’에요 

뭔가를인들연 무엇과 무엇의 ‘사이’틀발견하자는 것인데요 무엇의 특정이 

아니랴 무영과무엇의 사이어|, 힐 월지 못했던 것, 무시했던 것을 잦아내는 일이 

연대 사회틀 이을어 갑니다‘ 그것이 영액의 가징 근온입니다‘ 그게 없다연, 흩릉안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까. 어렵기만 하죠‘ 내 생활에 도율이 인되는데 뭐 하러 

네이버에서 그얼 가르지나요. 

그런 이야기는어디서 얻을 수 있냐연, 명이나 바닥에 들이 낄려 

있는데요 돋 사이 등바구니에서 집조가 자랍니다. 돋에서 자리지 않습니다‘ 

돋과 돋 사이에서 지랴죠‘ 그러니끼 잡조나 줄이나 어떤 생영이나 자이는무엇과 

무엇의 사이에서 생거나죠. 이렇게 이야기하연 굉장히 영학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공부와 공부사이에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깅딩과 체육관의 용도 이외에 

아이들의 릎이가 교육에 도율이 된다연, 어자피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바에 

져|육관을 짓는다연 어떻게 민들지 고민하는 것이 건축의 온질 이닙니까?그것은 

껄액도아니고아무 것도아닙니다.그냥 건축의 온질이고 해야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다보연, 누가 무엇을 배원야하느냐는 건축가의 문제가 아니랴 

건축을 바랴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없다연 그런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조등액교 교사는공ζ써| 대해 말을 못하고 공간의 쓰임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율이 되고 교육에 좋은지 굉장히 무관심 합니다. 시엄 채점은 질 

하지만 어떤 흰경, 어떤 자리,어떤 계암, 어떤 놀이터에서 OfOI들이 어떻게 기억을 

님킬지 일아야엉니다. 그것은누가 인들까요? 바로 교사가요구해야 영니다. 

부모가 요구하고 아이들이 요구맡중 일아야 하는데 공간이 억입되니 더 이싱 

그러지 않습니다.그형기 때문에 시람은 건축을 배원야합니다.여|슐로서가 아니리 

살아가기 위한언어로서 배워야 영니다. 그럼 건축을 어디서 배율까요, 건축가 

교수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건축은 건축물에서 배음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여앵을 왜 갈까요?여러 문틀을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시와 

마을은온통 건물로둘러씨여 있습니다. 건물이 주는아우랴가 있고 냄새가 있고 

자 마시고 록직거리는 소리, 그러고굉징에서 뛰어 노는 시림들의 모습을 룰 수 

있습니다‘ 안약 거기서 건축물을 빼연 뭐가 짙까요? 건축물은 사람을 가르집니다‘ 

그 이야기틀 하고 싱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택을 인터넷에서 잦아보연 ‘The m。st

beautiful h。uses in thew。rid’리고 얼 개가 있는데, 윌 힐못 홉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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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믿수촉E써| 짐대가 놓여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Of를다율까요 거기 들어가 살리고 하연 저는 못 살아요 신경이 섣여서 짐01 

을지 밀지 하겠죠 ·|에 수족관이 있잖아요. 내가 언져| 수장짙지 모르는데 짐이 

을까요?그런 걱정이 있는데 자연물 몇 개 갖다 놓아도 우|로가 인되죠 왜 그결 

Of를답다고 생각알까요? 내 집이 아니고 구경거리이기 때문이죠 한 3조 정도, 

눈을 스치고 지나는좀 신기한 집이기 때문에 아름답죠 그런 집을 2-3조동안 

10。여징 보연 아를답겠죠 그러나거짓입니다‘ 거짓이지안 집에 대연 사람의 

욕망이 있죠 그형게 살아보고자하는 욕망이 있는데, 져|가 나쁘게 이야기 했지만 

룰른 그건 힐못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아피트 옆에 반도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닌리가 났습니다. 

개발이익싱한제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질못하연 안 집에서 2억, 3억엑 내야 

잉니다‘ 그게 재건축 펀다고 몇 년 전 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느 닐동작역을 

지나며 보니까“경축”이리고 줄었어요. 많이 보잖아요. ‘안전진단통과”집이 

률안전한터| 왜 경축을 알까요? 집이 무너진다는데 경죽이러뇨. 건축사들은 저걸 

보고 이형게 이야기힐니다. 저 건축 설계를 내가 맏으연--- .소장님, 빈도아파트 

안전진딘흥과했대요‘.그럼 설계비가왕징 생기고 기쁘죠 강의알 때는 왜곡된 

자온의 논리리고 하지인 사무소에 가연 일이 생겼으니 기쁘죠 건축을 앞에서는 

표리부동영니다‘ 이형게 여러 가지의 가지와 생각01 있지만 힐못은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겁져있는 게 중요하죠 

롤리비아에는 건설회사의 은앵이 도신해서 공사가중딘되| 아무 것도 

못흰 채 십몇 년째 잉지된 40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림들이 울법으로 

들어와 십니다. 거기 있는 시림들은모두룰업 짐입자죠 40증을 오르릭내리릭, 

진구틀 만나기 위해 40증을 내려갔다 을et융니다 그러나 사고 나서 쭉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 쪽 발코니에서 역기도 하고 집의 모앙도 다 각자 일아서 

지었습니다. 교회도 있고 성딩도 있고, 슈퍼마켓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근에 

사림들이 다 나갔어요 새집이 됐죠 그 건룰을 생각해 몹시다‘ 건축물이 골조로만 

민들어지고 나머지는 왼성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알아서 산다‘ 결국, 집을 완성해 

뇌도 사람이 변화시키며 살죠 집은 건축가가 다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다지어뇌도 사는 사림이 탠가를 가져 오지, 그대로 사는 시림은아무도없습니다. 

그런 컬 생각해보연 사는 시링은 건축물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져야 

맡까요. 곡 자기 집안이 아닌 학교, 동네 정로당 등 건축물에 관심이 었으연 

건축물은아무 것도 기르져주지 않습니다‘ 인문획적 건축이리는 잭을 보연 

전부 딩콤한 밀안 있으니 재있지만건축물에는관심 없으니 덮고 나연 내 심의 

가지와는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진도 거짓말을 합니다. 죠|근에 호암미술E써|서 전시회를 했는데 

어떤 작가가 룰국사 잎때| 룰을 그렸습니다. 룰국사가 울에 비주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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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조작의 대상이 딩니다. 미슐픔은 전시를통해 내 앞에오지믿, 조각도 

그형지만 건축은 그혈 수없습니다. 자기가가야하죠 건축물은 를어서 전시알 

수가 없죠 사진이 운반하죠. 무거운 건축물은 사진 앞에서 약힐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고 판단하지, 실져| 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사진을 힐 픽으연 

10년, 20년 되어도그 집은 늘마음;어| 깨끗하게 있습니다. 왜냐허연 자기는 

인가왔으니까요.그래서 건축가들은 사진 조작에 얼심입니다‘ 대개 5ι|나 6시 

사이에 룰을 E고 찍는데 그러연 내외부가 다보입니다. 건축 잡지 사진은 5시에 

찍습니다 

왜 사진 앞에 약하냐연 일딘 집주인이 들어오연 건축가들은 집에 질 못 

겁니다‘ 킬 때는 하자가 생길 때죠 다음에는 자기 집저럼 들릭거링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이 님습니다.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사진 앞에서 어떻게 질 보일까 애원하는 

게건축일수있습니다. 

지금 주제는 보는 사럼에 따리 핀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인지, 이것을 바꾸연 모든 사림01 건축과 관계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예술로 

보연 예술가민관심이 있지만 저것을 룰어놓고보연 다 해당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룰 때 ‘을랴가지 마시오)랴는 표지핀을 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을리가죠‘ 우화루에서 사진을 몰래 찍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을랴가지 말이야하는 이유는요 거기는 공부하는스님들이 모여서 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죠 

절에는 스님들이 거주하며 사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당 임이| 신말이 

놓입니다‘ 그렇게 놓인 신발은 굉징히 많은 관심을 좁니다. 신발하나로 건축의 

온질을 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공부틀했는데 제 선생님이 부석사틀 

오셔서 스님의 산말을 보고 강동믿으셨는데요. 그 룬이 말늠하시킬 “부석사에는 

스님들이 사네?” 하셨습니다‘ 일본은스님들이 줄근해서 승목을 입고 일을 보다가 

5시가되연 다시 간다고 앙니다. 사힐이 아니랴 오피스텔이| 가11f원 실망스런 

마음이 있었는데, 부석사Oii서 추운겨울닐 놓인 스님의 산발을 보니 건축울의 

진정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 건축 인생이 바뀐 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건축물에는 진정성이 있3ε 

조등학교앞 운동장에 타이어 놓고 모래 만들어놓은 건 진정성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운동징 구렁대에 서는교장 선생님이리고생각하는 건 진정성이 없죠 

왜 아이들 앞에 구링대에 서야 하죠? 구렁알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구렁대는 대개 45도의 계딘이 있어요 조금 있다 나오겠지믿그 밑은 

져|육선생님들이 체육기기를 집어넣는 장고로 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높아져요‘ 

그럼 Of이들은 상 믿을 때 45도로 을리가요 진정성이 없죠생각을 안 하고 

무심하게 만드니까한 번 인들어지연 아01들은 45도 계딘에서 일게 모르게 

억압을 느입니다.그걸 모르고 지내요. 학교란 저런 거겠지 하는 사이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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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집을 힐 지으연 예술이리고 해요. 그러니까신문은 그런 집인 골랴서 

선전을하고요. 

엄S뼈|서 스님의 신말을 보연 집이 목적에 띠러 성실하게 사용된다고 

압니다. 어떤 사용이 중은지는 건축가의 문제는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가는많은 

사람의문제죠. 

예전이| .건축공부하고 싶으연 연대건축 공부하지마셰요f리는이야기틀 

했는데요. 구석기 신석기 건축틀을 얼심히 보는 것이 훨샌 중요앙니다. 옛닐 

사람이 동굴에 잦아갔다는 상상을 해보셰요 여러 사람이 동굴에서 떼 지어 

다니는데 주변 동굴얼 몇 개 중눈잉에서 골러 들어갑니다.알맞은 동굴 잦기는 

엄듬니다. 그러연 줄어보|야죠. ‘저 동굴 구멍이 괜찮은 것 같아, 앵수들이 힐안 

을 것 같고 위치가 괜찮아‘ 수업하는데도 풍을 것 같아.그럼 가보자‘’그래서 다 

가몹니다 양의를얻었으니 동굴에 들어가죠 

아짐에 일어나연 맑은공기가 일요하고 신문을 밑으러 문 잉에 나가고 

징문을 업니다‘ 옛날에 동굴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환기 때문에 동굴의 입구는 

지금의 징문과 같습니다. 장문보다 더 원조적이죠 그래서 장문을 어영게 

설계하느냐 알 때 원시인이 문 잉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틀 상상히며 해보연 

중은 징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형게 이루어진 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 

이야기나지금 이이야기나 다틀 바 없죠 

그래서 거기서 동굴을 하나 징았더니, 리스코 동굴을 보연 그림이 있죠? 

미술잭에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건 힐못된 사진이에요 그걸 찍으려연 동굴 

전체틀 픽어야 합니다‘ 동굴속에 있지 동굴의 스케일 속에 있지 않Of요‘ 동울 

한 마리틀 잡아왔습니다. 이놈을 힐로 일렀더니 죽고 미가 흐릅니다. 며힐은 

먹겠다는생각에 기문이 중습니다‘ 그걸 들러메니 따뜻허|서 생영을 쭉인 게 

미안하지믿 계옥 쭉어췄으연 중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동물을 우|로하느리그린 

그림이 리스코동굴입니다‘ 그러니끼 건축과 관계가 있죠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진실성 있는동굴. 

그러니까건축에 정답이 있을 리가없습니다‘ 건축의 가징큰 재미는 

정딩01 었다는 것이죠 건축에는 더 중은 것믿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연, 동굴 이야기틀 였는데요.그러다보연 거기 잦아간 사림이 누구냐, 모든 

사람의 앙의를얻어야 하는데 그들이 건축획을 공부해서 그걸 알고 그걸 잦은 게 

아니죠 의샤 변호사는 공부해야될 수있습니다 건축가는 공부안해도 팀니다. 

왜냐허연 모든 사람이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 밀이 중요하다고생각잉니다. 

모든 사람의 내연을 들어가연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모든 사림이 건축가입니다. 

존재의 본질, 사림은 건축가입니다. 그런데누구는 집 짓는 것보다는 압이 중고 

의사가 중고 사업을하거나 다른일을 히죠 집을 짓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건축은 많은 시림들이 합니다 설계하는 시링, 세우는 사림, 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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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용하는 사람, 보는 시링, 쓰는 사립, 고지는 사람, 부수는 사람, 남기는 

사람 모두가 다건축에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혜를 밀요가 있습니다 발터 그로미우스(Water 

Gr。puis)리는 바우하우스(Bauhaus)의 교장을 었던 건축가가 있는데요 

져|가 대액교 3액년 때 읽은그 사람의 잭 첫 제목이 ‘건축이 교육이다〉였습니다.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역시 건축은 교육이고 건축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 

느꼈습니다. 사회틀 이루는 모든 시림이 건축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연구합니다. 

집을 떠나서 진정성을 배울 수 있지만 집을 통하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연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알까요? 

제가 일t뻐| 있는 파스타집을 간 적이 있는데요.그콧에서 세워놓은 빈 

와인영을 왔는데 굉징히 인상적이었습니다.왜냐하연 첫대, 그 영은싸구려거든요. 

버려졌~ 그런데 주인을 힐 만나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가지고 있는 

재료의 색낄과 빛이 돼요. 자기의 온성을 드러내죠 본성이 다른 게 아니고 이형게 

하는게온성이죠 

이게 건축에서는 굉징히 중요합니다‘ 왜냐하연 이걸 사람이랴고 

생각하연, 김씨 이씨, 억씨,A 건물, B 건물, c 건을‘ 여기 있는 모든 분의 이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독자성이 있듯이 앙도그래야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여러 가지 공신픔은아무것이나 주워오연 되지믿 건축물은 거기서 살아야 

하는 자기 싫의 온거지입니다. 이게 건축의 기본적 발상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 하연 건축이 월까, 건축을 모으고, 모으고, 찌연 뭐가가징 

중요한지, 무엇부터 줄말해야 알지. 건축에 쓰이는 것 중 비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재료틀 하나하나 틀어보연 수가 많다 뜸이지 재료는 아주흔한 

재료입니다. 고급의 접딘 건물이 아닌 이싱 일상의 건물은 재료가 전부다샘니다. 

씨구려빈영같은거죠 

노르헤이의 농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빈자리안 님은 웃에 만든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가 로마시대부터 누적되었다고해요‘ 20。년 전에 

농민들이 살던 곳에 농기구등을 모은벅룰et'입니다‘ 그 박물관의 장문에 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들은 누가모았을까요? 건축가가? 아니연 전시하는 

사람이모았을까요? 

건축은 ‘어떻게 껑을 거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과 같이 있느냐/가 

중요앙니다. 너무뻔한 이야기 같지믿 건축은 얼거 없습니다‘ 징문 얼연 빚이 

들어와요 밖을 보연 나무가 보이죠 어떻게 힐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생각이 

중요앙니다. 

프랑스 님부에 가연 로마시대의 유영한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곳에 

징문이 세 개 있습니다. 그공간을 쓰는 사람은 수도자일 거예요. 수도자는 스무 살 

때 들어와서 서른 몇 살끼지 살다가 쭉어요‘ 옛닐 명군수명이 킬지 않았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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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l.k끼| 들어오는 빚, 빚이 그형게 들어오게 누가 안들었을까요? 셰S뼈| 그런 빚은 

그공간하나 밖에 없어요‘ 위틀 영 풍었거든요. 밀하는 건축가, 정기용 션생이 

혜인사 스님과 그곳을 같이 갔는데요, 그공간을 굉장히 중아하셨대요. 스님은 

아무런 지식 없이 갔는데 바깥에 난 장을 보고 갑자기 가사틀 입고 거기서 목탁을 

두드리며 금강경을 외고 싱다고 하셨답니다. 정기용 션생이, 내 집도아닌데 

그러시리고 했는데 머리틀 끽은 스님 5명이 가사틀 입고 목탁을 두드리연서 

너무 중아하시며 해인사도 저렇게 짓자고 말을하시더래요 사전에 지식을 주지도 

않는데 어떤 를제와 공간이 사람에게 저런 느임을 주는 걸까요? Of:까 나온 영 

이야기와 같아요. 영은 씨구려였고 이건 고급저럼 보이는 자이짐이죠 

또 하나는 저는 전주교 신자인데요 다음에 제가 다른룬들과 힘께 갔을 

때 나이 드신 개신교 신자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힐 아시는 룬인데 

그문도 거기서 잔송기틀 부르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를까요? 

그공ζ써|서 을리가연 기숙사가 있는데요 기숙사에 빚이 비줘요 가운데 줄이 

있고 누워 자는 앙힘01니까동쪽을 항힐니다. 짐대 대신 지푸랴기와힐만을 깔고 

수도록을 입고 자는데요. 이 때 장의 가운데를보연 속눈업저렴 접었어요. 

그건 수도자들이 만들었는데요, 아짐에 빚이 비영 때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안 

새억 동널에서 빚이 비추연 하느님이 빚으로 밀어 져|지듯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아짐에 보연 은종을 많이 믿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자는 엽의가 있었죠 

그줄을 보연 잊이 접자적으로 이어지며 읍니다. 장식은 쓸모없지 않슴니다.그 

중의 선이 쭉깅을 때 빛이 팍산되어 내 마음에 율니다‘ 이것을 알고 킥자 돋을 

깨서 쐐기로 매달았습니다. 그 장은세상에서 가징 아를다운 장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그 빚이 나에게 어떤 의미틀 주는지 모르고인든다연 그런 게 안 Lf을니다. 

그래서 백 년, 이액 년, 지어진지 전 년를 되었는데도이전 년도에 사는 내가 저 

g뼈| 공김한다‘ 그게 가능하다 그게 건축이 가진 온힐입니다. 

아키텍져(Architecture)et는 말은 그리스 밀로 

아키텍토니커|‘0.rchitect。nice)에서 나왔는데 아키텍튼어κhitect。n)의 

테크네따chn리랴는 말로아키며튼, 텍튼은 목수입니다 아르케(Arche)틀 

아는 목수.그닝 짜 맞추는목수가 아니러요. ‘록음의 시직’이리고 일 때 ‘시작이 

아르케입니다. 껄액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니러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고민하는 사림, 목수. 따 맞추는 사림이 가진 기술, 가징 

중요한 것은 이르케인데 이것은 시림 모두에게 해당딩니다. 

조등액교, 어린이집의 이르케는무엇일까요?어엽죠?어린이 집의 

아르케는어린이 눈높이에 맞줘 장을 내서 밖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기어 다니는 

아이가 세상을 룰 수 있는 앙을 인들어주는 것,그런 생각을 하며 만들어 주는 

것이건축입니다. 

여러 사림01 모여 사는 건데 건축물을 어떻게 이해알거냐하연,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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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해가 중요앙니다. 조식동을저럼 사림도 모여 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행가서 마을은 안가고 유영한 건축물을 잦아겁니다 그것도 좋지안 여앵싱픔 

중에 마을을 다니는여행싱픔은 없더리고요 하지얀 마을이 진피입니다. 

빈픽거리는 집은 누구나 룰줄 입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힘없이 사는지에 대한 놀ef율이 있어야 

잉니다. 인간 모두에 속하는 건축01εi는 질서가 있다. 틱자도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을 표연합니다.중정 건물을 보연 다세대 주택저럼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 사는데 연관이 없고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모여서 공동으로 저녁 식사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오늘날 

모여 사는 앙식입니다.모여 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모여 사는지, 밀의 핏연을 

보연공간이있죠 

그리스에는 아고εf(Ag。,a)가 있는데요 굉장인 건 모두가 아는데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아고리가 굉징인데 굉장을 왜 인들었냐가 중요하죠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가한매리는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고리를 만들갱습니끼. 

Of:까 조등억교와 반록딩니다‘ 조등획교틀 어떻게 지어야우리 아이들에게 

풍을지 묻지 않으니까학교가 그모앙이죠 아고랴틀왜 만들었는가 그거는 

.모두가한 표ι 그럼 이안 명, 모두가 모이는 징소가 있어야겠죠. 징소가 없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제도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아고리를 안들었죠 

아고랴 영에 보연 기다란 집이 있는데 그것을 스토Of(St。a)리고 합니다. 

스토아는출고 겁니다.왜냐연 기동 사이에 대들보를 걸만한 킬이가 나무 엮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무 킬이는 한정적이고 늘릴 수없었겠죠 대신 킬이를 킬게 

하연 연적이 늘어나니까 길게 앙니다. 그곳에서 주랑(柱.Ii)을 룰 수 있습니다 • 

• 가니끼주링 밖에 없네기 하는 건 건축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시대 사람들은 

그걸 왜 안들었을까요?그건 그리스 이외에는 없습니다.그럼 어디에도 없는데 

무얼 보고 만들었을까요? 굉징이| 나온 사림들이 빈둥거리고 얼 수 있는도시 속의 

공공공lt'입니다 

제가2월에 쿠바의 굉징에 갔는데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림들이 

킬곳이 없어 굉장에 나음니다. 똑같이 킬 곳이 었으니까 그리스에서도 사람들이 

아고랴에 나왔갱죠 그곳을 들락날릭하연서 열학자틀 믿나고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을 스토아액파리고 잉니다. 스토아는 건물의 유형이를입니다. 유영이름을 

띠서 껄액이 돼요 을러튼과 아리스토델레스가형이상획을 믿든 모엘이 

건축입니다. 얼획의 사고틀 어떻게 건축물저럼 지을까허|서, 건축물이 지니는 

무언가를보고 사상을 띠을린 게 형이싱억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나 바빌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공간은 시대의 근원을 나타냄니다‘ 그곳에는굉장이 밀요 

없습니다 오로지 한시럼에 대한 증성안 밀요하거든요. 이 이야기틀 오늘날에 

들어보연 무엇을 얻을 수있는가 하는 것이 건축 공부의 기본입니다. 그 말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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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따릅니다. 

롤로냐에 가연 회랑죽이 있는데요.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연 따로띠로인 

잉식을 가지고 킬을 인들었습니다‘ 각자 일아서. 그러니까건축물은 어떤 힘의에 

의해 동의하지 않으연 힘이 없는 사회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형게 만들고 나니 

자슨대대로행록하죠 

유럽 굉징앞의 계담은 성S뼈| 가는 계딘입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그런데 성S뼈| 가지도 않으연서 왜 앉아 있을까요? 

건축가가그컬 안들때 계딘은 성당에 을리오는 계딘이며 동시에 반대로 도시의 

무대로 생각하며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앙아있습니다. 

그리스의 극장 사진 한 번를본적 있으시죠? 그리스에는 새톨게 지어진 

건축이 않았습니다. 극장이 있기 전에 무용,연극등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이 재미있다 보니 사람이 모이고 자리가 출아 서로 씨우죠 그럼 힐 보이게 

언덕에 만들자. 멘지를 낄자‘ 나무는 썩으니 돋로인들Xf. 뒤에서도 힐 보이도록 

기하학적으로, 눈으로 룰 수있는 죄대범위에 맞줘서 민들죠. 그러니까 극장은 

모두가 엄께 하는 공간입니다. 건축은 힘께 하기 위해 안듬니다. 화징실은 엄께 

옵니다. 욕실, 샤워실도 엄께 쓰고요, 액교도그렇죠 예슐일 일요가 없어요. 

그러니끼 건축은 힘께 사니까 예술의 문제가 아니죠‘ 

스튼엔지(St。neHenge}는 셰계 죄조의 공공건물입니다 육전 년 전에 

지어졌는데요.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연 비려|가 힐안펀 돋입니다. 생각해보연, 

옛닐 사림들이 오만 년 이싱 명측에 설있는데 영 위에 짓는 앙업을 몰랐겠죠 

그런데 어느 닐 돋을 세원놓고 이얼 을리연 뭐가 펀다는 것을, 이것을 그들이 

건축과틀 나와서 알았을까요?어디서 배웠을까요?그게 신기합니다. 스튼엔지의 

구조제 원리는오늘닐과 같습니다‘ 다른 건 딘지 오늘날은 콘크리트로 흔들리지 

않게민들었다는점이죠 

환맨 스튼엔지가 아니러 우드엔지t:N·。。dHenge)였죠 그근저에는 

돋이 없습니다‘ 런던과 대서잉을 잇는 선 중간에 스튼엔지가 있는데 졸이 

대서앙의 무슨 강을 따리 그걸 메고 와서 한 덩어리엑 갖다 놓죠 핑지도 아니고 

언덕인데 이해가되셰요? 그걸 만들다가 질려죽은 사림도 많고요 돋로 만들자고 

누군가가제안했겠죠‘ 스튼엔지는 저들이 살아가는데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렇지 

않으연 그렁게 애타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온 부족이 온힘을 다해서 

만들죠.완성이 되연 기쁘죠‘ 왜. 돋을 인들어서 기뜬 게 아닙니다. 가징중요흰건 

햇잊을 왔다는 것이죠 맨날 영 밑에서 어둡고축축한데 살있는데. ‘해’리는 것, 

돋기둥과 기동사이에서 빛을 왔죠‘ 그러니끼 너무 산기해서 그 바낄쪽에 

밑링스튼(healing r。cks)을 만들어 태앙이 안나는 축에 놨는데요. 그건 다 

아세요. 일지만 그 감정에 이입이 인 되기 때문에 건축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여|요. 

‘사람은왜 셰우는가/의 원점이 여기에 있다고생각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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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 부석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석사하연 죄순우 션생의 r무랑수전 

배를럼 기등에 기대서서,Jf 유명하죠 사람들이 무랑수전은 롤러도 죄순우. 

배를럼기등은 다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일까요?무랑수전 배틀림기등에 기대연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보이는데 등을 대고보연 건물이 지어지기 전을 보게 

되죠 집이 없다가 집을 세운 건데요, 으|싱대사어|게 .부석사를 지으려는 데 여기가 

어떻습니까?”하고 묻었습니다.스튼엔지와 같습니다. 의싱대사가 지g이틀 

지연서 ‘여71야, 이 섭섭산중이 룰국의 세계를 이미 니타내고그 X써|가 이미 

집이야.’리고 었겠죠 그 집안에 지으연 되겠다 해서 그곳에 짓죠 부석사의 본질은 

무랑수전에 있는 게 아니려 지어지기 이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마을에서 를 수있는 밀뚝은해시계입니다. 그것을 도구로 

따지연 얼마일끼요? 전윈도 인돼요. 그런데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이 부측의 

존립의 근거, 흑 태양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국기를보연 유목민 게르 찌는모습이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국기 모양이 지름에서 져다보는모습으로 찌있어요. 

집에서 하늘을 져다보는 건데 마진가지예요. 못사는 집일수록, 고립쉴수록 

기퉁이 무너지연 셰싱이 망흰다. 그 기등을 우주틀 받지는 기퉁이러 믿어요. 사앙 

동서남륙도 있는데 그것이 몽골이 세상을 누비며 죽지엄을 쏟 것저럼 느끼죠. 

메터즘토르(PeterZumth。,)랴는 스위스의 건축가가 지은 목욕팅 

위틀 보연 줄이 획 져져있고 빛이 울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죠 

때밀기, 릴렉스그러고 의식-목욕재계. 셋 다 중요해요. 

저는 와인을 인 마시기 때문에 션을 맡아도 쌓아두다가 성S뼈| 

드리거든요.그런데 비씬 와인을 어느 룬은 틀리스틱 진 어느 룬은종이컵에 

먹더리고요어디에 담은 와인이 제일 맛있었을까요? 와인은 외인잔이죠 건축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얻 자체는 같Of요. 와인이나 맥주나 내용은 같지만 

어디에 마시느냐에 띠랴 달랴지죠‘ 

왜 건물을 힐 지어야 일까요. 똑같은 나의 생왕이 어명게 보연 맛이 

없어져요. 액교 이야기를 더 혜를까요. 탄자니아에 한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어느 독일 건축가가 동네를돔도록 배치 받았대요 지역을 보니 이이들이 공부를 

인하더립니다. 이유는룰 때문인데요.률을 뜨러 멀리끼지 갔다가 더러운틀을 

먹고 영에 컬러고 오가며 엄 삐지고, 희밍이 없죠 그래서 사회틀 바꾸려연 룰이 

중요하다. 지릉을 만들어서 룰을 흘리고 를탱크를 안들어서 태앙얼 에너지틀 

만들기로 컬정했어요‘ 그결 하기 위흰 개관기념 농구대회 사진을 보연 그늘도 

있습니다‘ 중요안건 를인데요, 비안 오연 Of이들이 중아힐니다‘ r소외된 

90%틀 위한 디자인J이랴는 쩍이 있죠 그 책을 보연 틀을 들고 가는게 아니러 

을고 가는 디자인의 사진을 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디자인의 대부문은 

커머셜(to。mmercial)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중요혜요 건축은 커머설이죠 

설계도 건축가가자기 돈 얼려고 하죠. 그런데 건물에는 사회적 역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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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을드린 탄자니아의 고등학교에서는줄탱크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비민오연 굉장히 중아하는데요, 1-2년 후에는 아이들 성적이 을랴가서 

고등학교가 전국 S~I권에 을랴갔어요‘ 이 사려|는 간담히 이야기혔는데요, 집이 

지역사회틀 바꾸연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일온의 유지원 중에 세계에서 가징아를다운 획교 중의 하나로 읍히는 

건물이 있습니다.유지원 들례에는나무들이 쭉있고요 집이 지어지려연 

빈터가 언저 있고 건축가가아니랴 먼저 의SκH사 같은 건축주가 나타났겠죠‘ 

그냥 유지원이 아닌 유지원을 하고 싶다는 뭇이 있으니 명을 짖었겠죠? 유지원 

원장을 믿나셔 틀어보니 가징 중요한 게 나무래요 나무가 눈에 띄었는데 마짐 

명이 나왔대요 그때 그 사람의 머리에 건률이 언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동굴을 

짖는 것과똑같죠 나무틀 보고 이이들이 공부맡 수있으연 좋겠다고 생각했다‘ 

건축가를 안나서 이야기를해보니 들 다 너무 풍았다.그래서 그 유지원 교실에는 

나무가 들어왔어요 높이가 높지 않고요 그리고 더운물을 안 옵니다. 수돗가Oii서 

진틀을 쓰는데 둡고자가운 것을 알아야 배우지, 왜 더운물을 주냐고 힐니다‘ 

나무가 있으니 그늘에서 몸을 대서 뀌는아이가 이 그늘에서 일끼, 저 

그늘에 킬까 생각하고 그늘에서 노는 건 평생 잊지 못알 정엄이 딩니다.그래서 

건축은 사람을 가르집니다‘ 이런 나무들을 계측대증대증 심어놓으연 그늘도 

대증대증, 사는 것도대증이 딩니다‘ 아이들은 훗닐 그걸 알아요. 나무틀 심고 숲이 

있죠 아이들이 따로 자연을 배율 밀요가 있겠어요? 그안이 자연인데. 나무의 

수많은 뿌리가 영측에 있는데 거기다 콘크리트틀 어떻게 지겠어요‘ 나무의 뿌리틀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뿌리를 자를수는없죠. 그러니까공사가 어려워지고그래서 

뿌리조사틀 전부 다 해서 도연을 그러고 구조화하죠 나무틀 다 쉴린 더 영러한 

구조, 그러고 보니 나무안 있죠 그게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원 야외 난간의 폭은 아이들 허벅지 크기입니다. 왜냐하연 

일 년에 두 번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액예회틀 하는데 그곳이 아이들이 

구경하는극징으로 써요 그러니까 닌간에 아이들 다리가 들어가고아이들이 발을 

흔들연서 등등 져도 괜잖게 만들었죠 아이들은부모님에 대흰고마울, 공동제, 

내가 대접받는다는 것, 난간이 나틀보호연다는 것, 학교가 아니랴 극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게 딩니다‘ 이곳이 스튼엔지와 다틀 바가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축이 사람을 가르진다는말을 다시 한 번 하고 싱습니다‘ 

A<<I、,,ecture teaches 야。pie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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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필형 
건흑에때답한다 

효|째월 

샤힘이물이는건흘 



건축예 대당한다, 샤림이 모이는 건축 

김경연, 획재엄 

구산동도서관 마을은 도시 뒷골목에서 흔히 

룰 수 있는주택지 막다른 골목의 다가구 

주돼, Et독주택을 도서관으로 연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서관은 딘순히 잭을 

원는시설을 넘어 다앙한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모하고있으며. 가장 폭녕은 

연명대와 계흥이 이용하는 사회적 소통과 

교환의 공간이자 사회확의 공간이랴고 

힐 수 있습니다. 이번 원크융에서는 

구산동도서관마을이 실연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영하고주민들의 요구사양과 

기존의 건축물들을 기반으로 각자의 

도서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영니다‘ 

기존골목과 주택으| g연 우|에 각자가그러는 

도서관을 콜et주나 스케치 등으로 표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l보도록 업니다‘ 

Resp。nd t。architecture, 

architecture that gathers pe。p’e
Kim Kwang- hyun, Ch。i Jae-w。n

The Gu혈n-d。ng Village Library 

w as a pr<。ject that transf,。r「ned

multi-family h。uses and single-

family h。uses int•。a library, w hich 

are c。mm。n in the back streets 。f

the city. The library has bee。me

a diverse |。cal c。mmunity space 

bey。nd a place w here 。ne just 

reads b。。ks. It is a space 。fs。cial

c。mmunicati。nand exchange that 

is used 야 the w idest age gr.。up and 

s。cial hierarchy, and it is a space 

。fs。cializati。n. In thisw。rksh。P,

w e w ill briefly explain the process 

。f creating the Gusan-d。ngVillage

Library and take s。me time t。 think 

ab。uteach library based 。n the 

needs 。f the residents and existing 

buildings. 。n the existing a”ey and 
the flat 。f the h。use, make a co llage 

。r a sketch 。f the library and share 

y。ur 。pini。nswith each 。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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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대답한다 

Respond to architecture 
김광현 

김굉연 안녕하셰요‘ 저는오늘 여러룬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축에 대해 

논해보고자합니다. 여러룬들이 적어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미리 밭있는데요. 

여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좋은 건축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든다연,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요?” 사실 중은 건축과 비용은 싱관관계가 없습니다‘ 비샌 

건률을 지으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리는 그전에 먼저 ‘무엇이 중은 

건축이러생각하는지?’ 고민혜몹시다‘ 사람에 따리 생각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지스러운 집 같아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중은 집일 수도 있고, 

허를해 보여도를어보연 중은 점이 있어요. 저마다 중은 집에 대한생각이나 

기준이 다르고우리가그컬 다 일 순없죠 결국 중은 건축에 대흰 자신안의 

생각이 없다연 비용의 크고 작음은 영로도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 

센터틀 생각해몹시다‘ 민악 내가 주민 센터틀 힐 이용하지 않는다연, 나에센 

중은 건축물이러 보기 어엽습니다‘ 반대로동네에 작은도서e_fOI 있다. 잭을 읽지 

않더러도그콧에 앉아있거나주변 사람을 만나는 데 재미를느끼고 이용흰다연 

나Oii젠 풍은 건률이 팀니다. 즉 책의 앙이 기준짐이 아니랴 도서E뻐|서 열리는 

독서회나 강연이 도서관을 잦는 또 다른 이유가되죠 예시로 든 내용이 좋은 

딩연이 윌 거리 생각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갱습니다. 두 번피| 질문은 .인문획적인 관점에서 

건축의 의의가 무엇인가?”인데요 사실 저는 인문액을 열로 중아하지 않습니다. 

건축을 정의하는데 인문액적인 관점은 띠로 었다고 생각해요. 건축을 이루는 

3요소에는 건축 내부의 동선, 안전성, 형태의 심미성이 있는데요. 윌게 밀해 

건울의 먼리힘과 아를다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울의 정의에 대해 

징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축 서적에서 Venustas(버|누스타쇠를 Beauty리고 

번역합니다.그런데 여러룬들은 번역에 띠랴 .건률이 예쁘고, 보기 중고, 

김각적이구나.”리고 받아들이시연 인되|요Venustas는 영어로 Beauty가 

아닙니다‘ G。。d으| 어원이 뭔지 아시나요? T。gether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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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쩨 힐어율리는 싱태를G。。dOI리고 표연영니다‘ 사람들이 힐 펀 배치틀 보고 

‘선하다’고 표언하는 것을 떠을러시연 비슷하네요. 그형다연 Venustas틀 어띤 

의미로이해하연 중을까요? 건축에서 져|일 중요흰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Delight입니다. Delight은 ‘중은’과는 달러요. Surprise도 아닙니다. 엔리 원튼 

경(Sir HenryW。tt。n)OI리는 시림이 밀한 Delight으| 의미는 ‘시간이 지나연서 

은근히 기쁜’을 의미영니다. 입게 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에 살기 잠 

힐했다‘’는 느낌을 말해요. Venustas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일온의 요코하마는 도시설계로 굉장히 유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도시설계틀 배우기 위해 이곳을 많이 짖었는데요 

이때 나온 보고서 중에 조정환이리는 문이 요코하마의 도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섣신 부문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큰 강동을 믿었습니다. 거기엔 .내가 이 

도시에서 태어나 쭉고 싱다고 생각알 수 있는조정을 만들어야겠다.”랴고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틀 보통 그형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흔히들 짐시 설다가는 

곳이리고생각업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OfOI으| 교육이 개입되기도 잉니다‘ 그래서 

‘Delight’으|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시연 중겠습니다“기를’을 의미하는데 담순히 

기쁘고즐거운 게 아니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싱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정리해보연 우리는 어떤 색이 가징 좋은 지 를으연 대답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은그렇게 한 가지를 선택맡 수없습니다.모든요소가힐 돼야 중은 

건축이리고 밀일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안동에 있는 영산서원에 가연 기퉁 

가운데기를록업니다‘ 나무를왜 를록하게 안들어서 사림이 왔을 때 기룬 좋게 

맡까요?그 기등은 집을 버티는 역알이지만 구조 자치|로 심미적 즐거율을 줍니다. 

이저럼 건축을 얘기맡 때 3대 요소가 있다고해서 그 안에서 한가지틀 우선해 

고르는생각을 바웠으연 잉니다‘ 흑시 얼골 구조 중아하시나요? 

짐여자 아니요 

김굉연 왜싫어하세요? 

짐여자 자가원서요. 

김굉연 그럼 어떤 게 풍으셰요? 

짐여자 인옥이요. 

김굉연 한옥은 몇 흥까지 지을 수있을까요? 한옥은 2흥 이상 짓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영골 구조는흥수에 상관없이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영골의 자가운 

Resp。nd to arch;‘ecture. arch;‘ecture tha‘gatheos people 385 



성질이 문제가 아니리얼콜이 밀요연 때가 있습니다‘ 나무로 짓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건물의 쓰임에 따리 재료를 선택하죠 건울의 용도에 따리 재료가 달리지기 

때문에 중은 건물이 무엇인지틀 묻는 것엔 이와 같은 자이도 존재합니다‘ 

뿐맏 아니랴 어떤 건물을 짓든지 ξ써| ‘공학’은 기본입니다. 인문학적 

관점의 익점은 건축과 기슐의 컬힐을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강상맡 

맨 기슐을 도외시힐 수 있지만, 지을 앤 도외시해선 인 딩니다. 미슐에 관심 있는 

문들이러연 ‘오더@’랴는 표연을 들어보셨겠3ε 미술쩍에 보시연 기등 • 
건.이l셔g터는 

부룬안 질러 도리아식오더(남성다운), 이오니아식오더(여성다운), 추호(기호). 쭈신('I!<). 
코린트식오더(저녀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추우(건틀을맏•I는 

생각을 질 올랐기 때문에 나누|놓은 앙식입니다‘ 이 기등에서 중요한 
어리)!!양!!Q. 

부문은 하담부입니다‘ 실제 집을 짓기 위해션 기등을 믿지는 원의 크기를 정해야 

잉니다‘ 건축가가쪽은 일정한 상태에서 반지름을 먼저 잡습니다. 아름다울을 

.|흰 일이 아니죠 옛닐이| 도연을 그러는 액교가 있었을까요?종이틀제대로 

갖췄을까요? 일하는 시림들에게 반지를을 설명해야하는데 밀로 전하려니 규획이 

밀요했고, 규칙을 이해하려연 수학이 일요혔습니다‘ 건축가의 재링으로수지를 

정하연, 질이에 맞쩌 석공들에게 지수틀 일려줘야 했습니다. 이때 기본 쩍도에 

띠러 건룰 크기가 딜러지기 때문에 건축가의 쩍임이 크죠‘ 건물에 들어가는 

돋의 잉을 배수로 재 석공들이 캐오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수학적이었어요. 

즉 이런 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까먹고션 Of를다율을 위해서랴 

이야기했죠 건축가는 나무토막을 질랴 기준점을 집고 배수를 정해 석공들에게 

전달하는역알을 합니다. ‘오더’틀 정의힐 때 앞에서 밀한 다g한 잉식이 아니리 

재료의 공액적인 쓰임의 고려틀 떠을려야합니다. 머리가 아프죠? 건축가는 산이 

높다연 계담을 얼마나 넣어 멀리서 웠을 때 집이 어떻게 보일지 고려해야힐니다. 

내부에선 생활 반경을 계산해 크기와 비려|에 맞게 배지해야하죠“비려|’리고 하는 

밀속엔 아를다율이 아니랴 많은공학적인 앙이 있습니다‘ 그형기 때문에 내구도, 

심미성, 동선이 모두 얽잉니다‘ 

여담인데요‘ 건축가가 져|일 장피한 슨간은 건물에 비가 썰 때입니다. 

건축으로 상도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지은 건틀에 비가 샌다연 모든 자존심이 

다깨집니다. 성당을 지었는데 성딩문을 열연 정확조의 냄새가 슬슬 들어온다고 

해외요. 그럼 정화조의 위지가아주 힐못됐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별개로 

중요하지 않고‘조찍’가 중요합니다 건축물은 자연적 상태를두고 설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이 많죠 

‘수’랴는 건 어떤 룰져|끼리의 질서틀 형성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건축은 수학자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연한 것’이기도 힐니다. 

기하액에선 우주의 질서가 도혈에 있다고생각허잖아요.그 기하악을 자르고 

울여 구제확하는 건축액에도 인문획이 들어가죠 다시 밀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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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룰 것이 아니랴 건축이 인문학의 중심에 있다고 맡수 있어요‘ 그리스의 

이크로틀리스GA er.。p。lis)에 을랴가 잉 룰러보연 세상이 획 보입니다 아테네 

시내도보이고, 자연도보이고, 둘러씬 산액도 보여요 주연 사람들이 모두 

샤리지고 건물과 자기안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셰요. 이 우주에 두 발을 딛고 

서있는본인이 ‘인온’인지 생각해몹시다‘ 그러니낀 사림01 땅에 집을 짓는 앵.|, 

즉 어띤 환경 속 중심에 있으려는 행위 자져|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과 껄획으로인 인본주의틀보기 때문에,주변에 있는 건축률이나 환경에 깃든 

인본주의틀 보지 못잉니다‘ 

그리스에 포셰이돈 신전이 있어요 이곳에 가연 다들 관굉 가이드 쩍에 

나온 바01런(Byron)의 낙셔틀 잦기 바삐요 Xf71가 Of는 건 악서법에 없고 

그리스인들의 옛 생월이나 신념, 신앙에 대한지식이 없으니 용경을 보는눈이 

없죠 악서틀 서로 보겠다며 싸우고 망원경을 꺼내더리고요. 인터깝게도 건룰을 

보러 온 이들이 환경까지는보지 않습니다. 이곳은 강우|에 배를뒀어요. 그래서 

강의 물이 삐지고 나연 명이 드러나죠“바다의 신께서 나를좀 지쳐 딩랴. 무사히 

돋Of오게 해주셔서 김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기 댁 맞는 자리에요‘ 신전이 없었을 

맨 아무것도 없는 자연이었습니다. 신전이 지어지고 포셰이돈 신전이랴는이름이 

생기연서 이 건축물엔 의미가 생겁니다‘ 흑 건축물 자져l에 의미를두고필나지 

않죠 건룰을 둘러샌 주연 경관을 포힘안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문액적인 

의미에서 건축을 바러보는 것이 아니랴 건축이 원래 그런 역알을 하죠. 사람이 

살연서 문확의 뿌리를 건축으로 인듬니다. 

이번엔 어려운말을 혜를게요클리우스(Claus)ef는 마을을 위해 

기도하는수사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마음을 보호해준다는 신앙심을 픔은 

마을 시림들은그를 위해 교효|를 하나 짓습니다. 부틱얻은 건축가는 건룰을 

심각형으로 민들어 진흥으로 만축 했어요.여기 엉엉 융린 구엉엔 유리일을 

@ 집어넣어요. 그러고는 인디언 티미@저럼 나무기등을 힐랴 서로 
g싱.기솟은상'I엉 

기대고, 그 위에 콘크리트틀 부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으연 나무틀 엉빼잉건을 21!날의 

힌트g 잉각히언 연다 떼야하는데 이때 우|엄맡 것 같아 률을 지틈니다‘ 그러연 나무가 타연서 

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타연서 생긴 까만 윷덩이들이 콘크리트의 내성을 

연질시켜버었습니다. 그 위엔 줄이 룰규칙하게 그어졌습니다‘ 굉징히 쉬우연서도 

원조적이고 김킥적인 형태가 나오죠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형게 

교효|는 사람 연 명이 들어가 기도틀 얼심히 를 수 있는크기로 안듬니다. 이걸 

보고 ‘물질과 연상’이러 얘기해요. 마지 껄획적 연상을 온 띤 것저럼 틀리는데, 

아닙니다 울질을 공획적으로 다루연서 사링에게 어떤 시간과촉각적인 직용을 

하게 윌지 생각하는 사람이 중은 건축가Oii요. 이틀 .룰질을 연상회한다‘’고 

말하죠‘ 떡떡안 울질은 빚을 받으연 가벼워져요‘ 그렇다연 왜 콘크리트틀 쓸까요? 

건축가들이 비유틀 들어 설영하는데요 리코더틀을랴스틱으로 만들연 ‘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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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나요 그런데 금관 익기는 리코더보다 월샌 또렷하고높은소리틀 납니다 

물질이 무겁기 때문인데요‘ 정리하연 가벼운 물질은 가엽고 르린소리가 나지만, 

무거운 울질은 더 또렷한 느낌을 즙니다‘ 건축물에 스스이는 재료들은모두무겁기 

때문에 써텅 곁은 연상을 더 힐 믿듬니다. 이건 효|찍나 조킥에서도못 나타내요. 

무시해서가 아니러 믿들 수 있는영역 자져|가 다릅니다. 그렇다연 왜 심각형으로 

민들었을까요? 건축가는 빚이 들어을수 있도록 일부러 문을 달지 않았어요. 왜 

빚을 받아들이게 알까요? 그건 수사가 교회 안에 들어가 빚을 밭으연서 무언가틀 

더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밀연 대로 

그닝 잉아 있지 않고 집, 의자와 같은 주연의 요소들과 빛, 하늘과 같은주연의 

흰정을 엄께 생각하며 얼액을 었지, 그런 걸 무시한 채 글자인 파지 않았습니다 

즉 인문액 관점에서 건축을 따로룰 것이 아니et, 건축 ;에 있는 인문액 얘기가 

건축 이야기가 되죠. 우리나et는 너무 인문학에 지중해요 명령은 얼획자가 하고 

건축가는 하수가되어 도연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액자들이 사물과 사싱에 

대해 논흰다연 건축가들은 물질과 크기와 늪이와풍경과 사림과 노래와 소리를 

조업해 인들며 서로독자적인 역맡을 잉니다. 

셰 번째는“직가의 흔이 깃들지 않은 건축물이 세S뼈|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et는 질문입니다 흔하연 문제가되나요? 흔힐수록 

중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작가가 구하지 않습니다. r건축가 

없는 건축J이랴는 책이 1965년 미국으| H。MA어|서 전시됐어요. 버나드 

루도프스프키(Bernard Rud。fsky)랴는 사람이 었는데요. 그는 건축가가 

아니러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건축가가 힐난 지|를 하는 것 

겉아 을 보기 싫어 었던 겁니다‘ 부제가 ‘A Sh。,t lntroducti。nt。 N。n

pedigreed Architecture’인데요. 얻통도 족보도 없는 건축에 대한 월은 

소개리고 적었습니다. 이 쩍은196。년대 이후 건축의 동g을 나타내는 데 가장 

영g력이 컸던 사진집이었습니다. 몇 가지 더 소개하자연 쩍에 실린 사진 속 

건룰들은모두 건축가가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가의 흔도 작가도 없죠 흘이 

없으연 어떤가요? 작가의 혼이 도대제 월까요? 뭐킬래 사람들이 계욕 핑기해야 

하나요. 직기틀 무시하는 게 아니리건축가리연 겸손해야하고 뭐틀 더 보연 

풍을지 시야를 점점 냉혀나가야하는데, 그들이 예술을 하는순간 시야기출아질 

가능성이늪습니다. 

이 잭엔 지금은없어진 파키스탄의 한집을찍은사진이있어요‘ 이 집은 

‘건축가’가 아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었을 겁니다‘ 아짐에 잔바림01 울연 집 안에 

비람이 들어와 순환하도록 인들었는데, 이건 결코 의도가 아니었어요‘ 살아가연서 

하는 앵동에 대해 우리가 뭐리고이야기일 수 있을까요? 이런 컬 직가의 흘이랴 

부르냐는 거죠. 건축가에게 있어션 그런 집까지도모두 명가의 잣대틀 기율이는 

것은 이닙니다. 우리나etoll션 Building을 건물이리고 하고,Architectur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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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리고 혜요.그래서 건축에서 정신을 빼연 건룰민 남는다고 밀히|요. 엉게 

밀해 정신’을 굉장•I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껄액자 헤젤(Hegel)OI 

얘기하는 절대 정신은 다 근대사고앙식이에요‘시대정신이 어디 있나요? 그닝 

그랬으연 중겠다는 거지. 그래서 건축이란예쁘고, 힐 되어있고, 추상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온래 가지를 저버리고 정신없이 무언가틀 집어넣으연 한낱 건물에 

물과하다말잉니다. 

한가지 예를들어를게요 영국에 수정긍(C ystal Palac리이리고 

1851년 벅림효|틀얼던 딩시 저음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컬과 유리로 

지었는데 건축가가 아니리 온실 기술자가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근대건축 이후에 굉징히 혁역안 건룰로부상잉니다‘ 딩시에 잉식 건률이리고 하연 

전부 재료로 틀을 었어요‘ 육중안 돋을 파서 디테일도 안들고 장식도 해야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문회적인 일을 힐 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거한 건물에 남겨진 

컬골과 유리가보였어요 건축가랴연 이걸 쓸 수 있을지 고믿해왔을 텐데 컬국 

쓰지 못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양식 건룰을 짓기에는 영골의 두께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유리틀 스스려고 해도 둔중한 느낌이 있어 징식을 달아야 었어요. 

그래서 딩시의 건축가가 껄거한 유리를쓰기 기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얼개로 

엔지니어들은 건룰이 아니러온실을 만드니 유리와 영골을 사용했습니다‘ 

큐 가든(Kew Gardens)OI랴는 온실이 있어요 이곳은 닫슨히 식물을 

키우는곳이 아닙니다. 이 온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룰들을 모아 두는 

곳인데요‘ 당시엔 식을과 동물을 중아해서 온실과 동물원을 믿드는게 아니러 

동식물이 오는 명이 골 자기네 영토랴고 생각해 온실과 동울원을 만들었습니다‘ 

즉 제국의 영토틀 과시하기 우|한 선전용이었죠 놀랍게도 안을 보연 스프링클러가 

계속 물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바닥엔 흩러 내려온 물을 맡도록 했어요 

이중으로쓰기 .|힘인데, 이 기솥을 18밍년에 만들어요‘ 예쁜 유리 건물이 아니랴 

온실 기술자에 의해 여러 설비가 집약힐니다. 당시로서는 엄딘건물입니다. 

저음에 건축가들은 관심도없었는데, 큐 가든을 안든온실 기술자들이 수정긍도 

믿들어내니 다들 깜픽 놀러죠 수정긍 안에는 세상에 있는 온갖 물건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곳을 잦은 사람들이 하루어| 20믿 명이려하니 옛닐로언 상상도 

못알 정도죠‘ 이 건물은 나중에 근대 건축을 이을어내는 원동역이 딩니다‘ 

그러니낀 건물과건축을 구열한다는 건 정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신 때문에 

이른을 빼서 일잡아 보연 인 딩니다. 

셰 번째 질문은 이렇게도 이야기맡수 있습니다.근대 건축에선 무언가를 

계속 생산하려는 특징이 있었어요. 기계를보며 중은 건물이 뀔 지, 사회를 

어떻게 바몰 수 있을지, 사람들은어떻게 모여 살고, 도시는어떻게 안드는 지 

계속 생각했어요.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계속 펀 게 아닙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연서 자본주의가 문제딩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픽대되다가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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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넘어가요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냉전시대가 오는데, 이때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건축을 상어했어요.그래서 건축에 대연 모든 관심이 미국으로 

집중딩니다.그러나 사회학자에게 공간은 건축을 위한 것이 아니랴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와 테마파크틀 믿들어 공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계속 

됐기에 생산의 시대가아니랴 소비의 시대가 딩니다‘ 건축물이 소비의 대상이 

되죠 당시 소비틀 대표하는재료는울리스틱이었습니다 생얻 빈경 내에 있는 

모든 것이 확효|저|픔이었는데요.그중에서 잉성수지가 가징 다루기 중고 씨다보니 

건축물에도 들어가 건물의 질을 냥룹니다 낮추다보니 정관도나삐지죠 그래서 

건룰들이 흔한 이유를묻는다연 공간과 재료를소비의 명목으로 씬 값에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리고 말하고 싱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전국이 똑같아졌어요‘ 사는 

사림들과요구하는 시림들이 이러한형태틀 바꾸지 않는 이싱 그런 재료를은계측 

공급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길게요 • • 건축가로서 가장 밀요한 요소리연 

이성인가요? 강성인가요?”랴는 질문인데요. 건축은 두 관점 모두 일요업니다‘ 

률을 구룬 짓는 건 말이 인 되죠 건축은 서양건축"-f, 동앙 건축"-f, 근대 건축사등 

다루는 역사가 엄정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틀 왜 배울까요? 아까 수정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얘기해서 뭐하냐고 물어룰수도 있어요‘ 그건 건축이 

경엄의 무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지금의 정엄이 다시 반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공간을 가건 통일한 부룬들이 있어요 어쩌연 구얼되지 않는 것들을 

잦아나가는 게 건축의 특징이리고 힐 수도 있겠네요 

‘생횡풍경’이리는 담어가 있습니다‘ 연마디로 얘기하연 릉경은아주 

어려운 말이에요.그냥 ** 있지 않습니다‘ 릉경이et는 밀이 유형저럼 번졌는데요. 

사림과 자연과 자신이 살고 있는공간을 구문하지 않고, 모두가힘께하고 있는 

싱태틀 유지하는 것이 용경이러 맡 수있어요. 좋은 설계는새로운물건들이 

들어와도 괴로원하지 밀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안들어 가도록 놔둬야힐니다. 

건축주는 얻 하자고 하지 밀고 놔두세요. 2믹으로구성펀 무대가 있다고 하연, 

건축가는1막을 짓고그콧에 사는 사람이 2막을 완성해나가도록 그닝 두자는 

겁니다.시간이 지나연서 변질하고 때도 묻고 집조도 나며 어그러지는 연싱 

측에서 익어가는 것이 있지 않을끼요? 살아가는 용경에는 휘g보담 시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생활하연서 문을 열고 장을 여는 슴펀들이 짐 떤안하고 영게 

아닌데요. 무의식적으로그 곳을 잦아가고, 하게 되는 그런 앵동들이 앞서 밀한 

Delight입니다. 다른영확, 회확, 음익과 같은 예술 직픔들이 주지 못하는 건축안의 

Delight가 있어요‘ 다른 물건이 주지 못하는, 내 집믿이 주는 것들을 배우는게 

건축의 중요한 요소가아닌지 생각해보연서 이번 강연을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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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재원 저는 을로건축사사무소의 죠|재원입니다. 반겁습니다 오늘은여러룬 

주우|의 여러 시설들중 도서관에 대해 얘기하려 앙니다. 먼저 일반적인 도서관과 

져|가 직업한 구산동도서관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여러문이 생각하시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도서관은 월까요? 

서울시에 있는 대표적인 구립 도서관들은 보통어디에 있나요? 신자럭에 있거나 

공원 중ζ써| 있는 경우가 않잖아요.오늘 강연은 도서관이 왜 그곳에 뀌지하고, 

여러룬들이 비러는 도서관이 어띤 건지 의문을 갖고 시작했으연 중겠습니다. 

요즘은많이 바뀌긴 혔어요 20년 전만해도 E벡이가 있어서 정밀공부하러 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문확굉징들이 많이 생겼죠 도서e_fOI 주민들이 모여 

뭔가를 엄께하는 콧으로 많01 변화합니다. 이따말을드힐 서올 굉진구에 위치한 

구립 도서관은재있는 게 두 동으로 이루어졌어요 도서관을 공부하는 공간과 

책을 읽을 수 있는열린 공간으로 룬리혔고, 두 동 사이를 다리로 연결했는데요. 

건물 자체가 도서관의 역맏이 보면화되지 않은우리나러연실에선 과도기적 

연상이러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럼 외국에선 도서관을 얼린 문화 공간으로서 

어떻게 휠용하는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도시 재생사업으로 시작펀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re)틀 먼저 소개알게요. 이곳은 ‘도서관은 사람들이 모이는 매개 공간이 

펀다.’는 정신으로 만든공ζIOI어|요. 시장 골목에 위지했고 크진 않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징골목 위에 도서관을 두어 사람들이 입게 접근알 수 

있도록 얻 게 특징입니다‘ 내부도 칸막이로 가리지 않고오픈하여 교보문고저럼 

책을 고르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민들었어요 이곳엔 도서관과 엄께 'White 

Chapel’01랴는무용교실이 있어요. 도서관은 쩍이 매개지안, 문회센터도 

믿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회들을 공유잉니다‘ 도서관을 독서실저럼 

생각하지 않고문확 휠동을 즐기며 엄게 접근하도록 고려했죠 또한 잭을 

읽기위해 오는 것만이 아니리 사람들을 인나러 도서관 안에 있는 키며|에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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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접필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런던에 위치한 ‘쩨컴 도서관(Peckham Library)’을 보시연 

아래흥은 비어있는데 .|증은 건물이 커요 왜 그혈까요?큰 건룰이 굉장에 들어설 

경우 햇잊을 모두 믹아버려요.그래서 아래증은 비원 원래대로 앙장의 역일을 

하고, 우|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림들이 굉장의 소음을 피해 을러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굉장과 도서e_fOI 서로 굉징히 밀접한 관계를맺는데요. 

다음에 소개알 공간은‘은명구 구립 구산동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선레기 

되지만 흰펀으른 많이 고민혔어요‘ 위지를보시연 다세대 주택으로 팩 잔 은명구 

중심에 있습니다.우리나랴는보동 도서관이 어디에 있나요? ~IOI나 공원에 

있죠 왜 그럴까요? 연실적으로공공이 소유흰 자원을 써야 예신효율이 늪으니 

~IOI나 공원에 짓죠. 그런 점에서 주민 주거지와가끼운 부지틀 매입해 도서관을 

만들려했던 은명구의 생각이 연명했어요.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 주믿들 

사이에 지역 커뮤니티가힐 형성됐다는 짐이었어요 그 점을 이용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독서실이 아니러 눈지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잭을 읽어줄 수있는 

공간이 중다는 의견도 있었고, 건물이 만들어지는동인 사람들이 믿나는 징이 윌 

축제틀 열연 중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회는 거기에 각각의 건물을 사용하연 

이동하는데 물떤알거리고 예즉해 기존 건물에 다른 건틀을 신축하여 연결하는 

아이디어틀 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결동로틀 동해 여러 시대에 지어진 각각의 

건룰들을 힘께 이용맡수 있죠 

‘구산응 도서갱 이을χ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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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연서 둔주안접 증 하나가 기존 건틀의 싱태가새로 지어진 

건물에서도 힐보였으연 중겠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건울의 뒷얻을 가징 

중심이 되는 공간과 매지시켜 반전을 일으컸습니다‘ 덕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닝격 룰 수있죠 간딘히 소개하자연 기존에 있던 Et독주택 건물엔 

종합안내데스크가 있고, 신축 건물은 정소년 일링 센터로서 다목적 굉장으로 

월용앙니다. 건물은 크게 기존 건물, 신축 건물, 기존 건물이 빈목되는더|, 작은 

스케일의 건물들에 갑자기 큰 건률이 들어가연 굉장히 우|입적인 공간이 될 것 

겉았어요‘ 그래서 신축 건물의 장문들을 기존 건물의 징문 크기와 맞추는등 

어떻게든 기존 건물의 스케일에 맞추려고 노력혔습니다. 밖의 장들을 통해서 

내부를보다보니 내부인데 외부의 성격을 지난 공간이 됐죠 여러 개의 건물들을 

힘께 시공하다보니 이형게 정리하는 앙식으로 디자인혔습니다. 

이와 더물어 기존 건룰을 어디까지 살릴 수 있을지도 계옥 고민했습니다‘ 

‘지속적’이 이번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고믿했어요.그래서 

가구도새로 들어가야하는 의자는 주민들이 민들기도 었습니다‘ 기존 주택 

규모에서도 내부틀 온진하게 룰 수 있도록 민들었고, 기존 골목들을 서로 겁져 

서가로인드는시도를도 있었습니다. 죄대흰 기존의 것들을 닝기는앙염을 

선택였고그 일환으로 마을에 있던 옛닐 일들을 구술 찍으로 엮어 은명구의 

역사를 전시했습니다‘ 저흐|는빽익한공간안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냉고 

트인 공간을 주고 싱었어요‘ 스케일이 작다보니 트인 공간이 일요하다 여기던 

자이| 굉징저럼 앞을 인들고 일 수 있는 장소틀 만들었죠‘ 푼안 아니랴 그곳에서 

기픽 전시도 힐 수있고, 저녁엔 작은 공연을 일 수 있습니다. 재있는 건 골목에서 

들어을수록 건률이 하나액 닝아졌어요 건틀 간 높이 자이는 각 증마다 작은 마당 

엉터를두어 해컬했습니다‘ 

약간건축적인 얘기인데요 기존 건물의 특징이 잉이 엄정 많고 서로 

독립적이었어요. 그래서 앙들을 어명게 하연 업게 연결얻지 고민한 필에 록도틀 

추가었어요. 그러고 기존 증에 있던 확장실을 융어 록도틀 넓혔어요‘ 그렇게 

잉들을 연컬하여 죄대한 기존 건룰을 살렸습니다. 건물을 연결한 또 다른 이유는 

주돼과 도서e_fOI 필요로 하는 구조체가 서로다르기 때문입니다‘ 책이 생각보다 

엄청 무겁잖아요.그래서 도서관의 구조치|는 더 두껍고튼튼해야 혜요. 그형다고 

기존의 건물을 바폴수도없고, 보강하기엔 엄정난 직업이에요.그래서 서가틀 

신축 건물로 횡용했습니다. 주민들과 계측 이야기하연서 수많은 앙틀을 어떻게 

쓸지 고민 끝에 여러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토른실로 이용했죠. 

도서관은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et는 점을 계측해서 고민했는데요‘ 

몇 가지 예를들자연 건물의 높이가 져|킥기 다르기 때문에 노인 문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위해선 엘리베이터와 경사도가 밀요었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즉정허여 죄소한의 액수로 시설을 준비하는 게 저의의 목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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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틀 따로 만들밀요없이 경사진 마당을 바로이용해 장애인문들도 모든 

공간을 다닐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문이 굉장•I 어려웠습니다. 

신축 건룰이랴연 혀|옐을 맞춰놓고시작맡수 있을 텐떼 상용이 그렇지 

않으니까요.또 근저에 액교가 굉장히 많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요구하는 의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소년 

자료실을 얻용하도록구상했습니다‘ 도서관의 특징 증 하나가 다목적이리는 

점을 고려해 음양 징비에 많이 신정 었어요 비디오 자료실이나 녹음 가능한 

스튜디오틀 만들어 월용성을 늪였죠 비용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종엉문화시설의 역알을 해내는 공간이 됐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Of을〉이 저에게 되게 의미 있었어요‘ 건축가가 담아줄 수 

있는 즐거율을 우|한 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주민들이 노력하여 건물을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2006년에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 서명 

운동을 시작었어요 그형게 덜혁 부지틀 매입해 돈을 모았고, 2010년에 서울시 

주민잠여 사업을 통해 구산동이 채택됐죠 그렇게 6-7년을 을어안고 있던 사업에 

저의가 짐여었습니다‘ 주민들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저회에게 전딜해준 

요청 사g과 의견을 동해 도서관에 관심이 높아져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왼공되기 전 주자장에 g사틀 마련해 시림들의 이목을 끈 것도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서였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도서관이 휠용윌 수 있는 S엔을 생각하고, 좋은 

건률을 인들었으연 중겠다며 건액을 동해 이곳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발주저에서 

.내 의사는 이거야1· 하고밀하고필내지 않고 지욕적으로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졌기 때문에 쉴지는 않있어요‘하지만 지어지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월샌 애정을 갖고 중아알 수 있는 공l!OI 되었습니다. 건축하연서 저음 설계와 

실제 지어진 건물이 굉장히 달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영자와 건축가의 의건이 

인 맞아서입니다.그런데 이곳에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던 다섯 곳이 합져져서 

‘은명구도서관 마을 협동조합이 인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 덕문에 제가 저음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운영하고 있는 사힘중에 겁지는 부문이 

많아요. 도서관에 그만큼오랜 시간애정과 관심을 갖고 운영해주신 덕문이죠 그 

자이가 굉장히 크다고느꼈고, 으|건들이 기룬 중게 주민들께 전달되니 주믿들도 

중아하셨고요 그게 시너지를일으컸어요 지역사회가 담딘하게 연컬되어있는 

도서관이죠 

주민들에게 건물에 대해 물었을 때‘나안의 섬터’랴는 표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건축가들이 되게 중아하는 말인데요. 이 작업을 했을 

맨주민들이 먼저 이형게 밀해줘서 굉징히 엄이 났어요 • • 도서관이 나에센 

즐거율이고, 열려있는 공간이고, 늘이터와 겉다.”고 표연해주셨죠‘ 주민들이 

먼저 이런 관심과 도서관에 대한 생각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금도 

굉징히 질활용되고, 저에게도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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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었습니다 건축하는 사림들이 저희틀 굉장히 안타잉게 왔던 이유는, 

여러 채틀 한꺼번에 깅고시작안다는 점이었어요 이전엔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틀 신기하게 왔던 것 같Of요. 주택을 도서관으로 안든다는 게 

건축적으른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룰떤한 점도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주민들의 

노역을 통해 진밀하게 느껴지는 점들도있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지고, 공급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질의응답시간을 깅겠습니다. 

기억의치 

----”--이·-----@여~f..lllW •Ol~t-” 
톨직의쳐 

”· tit•~llllill·‘ •• g이 .”” "' ‘---” 
• 지삭의꺼 

------”’‘ ---” •• 잉"“’ "'0!9-t-” -- 인님의겨 

• •• 이 ••• 어 , ...... 

• 

짐여자1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구산동 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지으려는 계픽이 

있으신가요? 소개틀 보니 건축가님이 공공성이나 지역과연계펀 건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겉아서요. 

죄재원 사림들이 힐 쓰고 중아해주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건틀을 통해서 

가깝게 안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연 보림자요‘ 겨|옥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공공 

프로젝트는 힐일 수있다고 계측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틀 하고 경쟁을 

통해 띠내야 하다 보니, 만들고 싱다고 인들 수 없죠 

짐여자2하나으| 틀모댈이 되지 않을끼 싱어요. 앙금저럽 지금 시대에 맞게 기존의 

건룰을 리모엘링히여 인들려는 시도들이 형은 건축가들 사이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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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재원 있어요 일딘은 정부가 바뀌연서 팍실히 그런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연실적으로 왔을 때도 우리나리도 이져| 건물을 새로 짓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러연서 건물의 가지나 집 자치|에도 관심이 높아졌죠‘재생’이 우리나러분만 

아니랴 전 세계적으로 확두 됐어요.관심은 굉징히 많이 갖는데 쉬운 일은 아니3ε 

그렇다고 리모댈정이 경제적으로 씨다고생각하시연 안돼요. 비용 연에선 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안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지속 과제도 있을 

거예요‘ 모든 건률이 아니랴 이혈 밀요가 있는 건물들이 있고, 사용일 수있는 

가지가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의견이 계측 진앵해야겠3ε 

짐여자3지역주민들과 믿나 직업을 하다보연 온도자이가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언어와 전문가로서 스스는 언어으| 자이도 클 거리고 생각합니다.그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형게 하는게 풍을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은 

다른 걸 원알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 차이틀조혈하는 부문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서로다른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려웠고, 세심한 부문에서 그런 사려|가 있었는지 궁금영니다‘ 

죄재원 이 건물에 납득혔던 가장 큰 이유는 신축보암 씨다는 점이었어요‘ 원래는 

건물이 따로띠로 있었잖아요. 따로띠로인 건울에 인테리어도 하고, 신축도 하는 

게 요구사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생각엔 그러연 룰떤일 것 같있어요. 그래서 

하나로묶어가연서 금액을 맞추는 게 중요였었죠 그러고 이 건물의 가징큰 

특징은모두 앙들로이루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연, .이 앙들 중에서 

고르셰요.로 해결됐었죠 신축흰다연 요구에 맞줘 크기돋 키워딜랴고 알 텐데 

그게 인됐던 거예요‘ 흰정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엽의하는 데 펀한 

점이 있었어요‘ 여|외였던 게 대강당은 새로 짓는 거리저음엔 작있어요‘ 그런데 

요구 사형이 계속 생기연서 계픽보다 두 배 이상 커졌고금액이 문제가됐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깅당 크기가 커진 덕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중았어요‘ 으|건 전달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곳은주민들의 의건을 모아서 

우리에게 의건을 전달하는 앙구가 있었어요 덕문에 수윌하게 소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서핀을 짓는 전지| 맥락을 아는 사림01 계속 있었다는 짐이 중요해요. 

저흐|가 들어가기 전부터 시직해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 동인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스토리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동이 가능였던 부분이 

있었죠‘ 여러룬들의 궁금증이 모두해결됐을지 모르겠습니다‘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데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연 여기서 마지도록 하갱습니다. 감사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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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톨 1F 셰미나실 

검힐육, 일흩흩, 청지윈 
헌행, 외시, 기억과 미디어 표상 



전쟁, 역샤, 기억~· 미디어 요성 

김성육, 잉흥용, 정지연 

지난세기의 전쟁과역사적 재잉.그러고 

테러리즘으로 시작한 21세기 우리는 전쟁과 

내전,지진과 해일 등으| 자연 재해, 대형사고 

등의 필없는 비잠의 소식틀을 미디어를통해 

징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역사액자뿐인 

아니리영상직가들에게 깅은 영g을 주었고, 

미디어 영상의 역사표싱에 곤란한 과제틀 

부여혔다. 랴운드테이들에서는 이러흰 

문제를 작가의 실져| 작업에서 그러고 

비명가의 시선에서 쉴펴본다. 

War, Hist•。ry, Mem。ry and Media 
Representation 
Kim, Se。ng-uk, Im Heung-s。。n,

Je。ngJi-ye。n

Wars 。f the last century and hist•。rical

disasters. Starting with terro rism in 

the 21•‘ century, the media shows us 
the news 。f endless misery such as 
wars and civil wars,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tsunami, 

and big accidents ‘ These tragedies 
have pr.。foundly influenced n。t。nly

hist•。rians but als。visual writers, 
and have given difficult challenges 
t。 the representati。n 。f the history 
。fmedia images. In a r。undtable,

we examine these probler끼S in the 
artist’s actualw。rk and in the eyes 
。f crit 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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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역사 
기억과미디어표상 

War, History, Memory 
and Media Representation 
김성욱, 입흥순, 정지연 

김성륙 오늘 원크옵 주제는 ‘전쟁, 역사, 기억과 미디어 표상’입니다. 이는, 

임흥순 김독의 신작 ‘려형!>(201히과 관련해서 떠을렀던 주제입니다. 다~흰 

형태로 존재하는 역사적 비극은 딘지 역사학자들안의 관심사가 아니러 영화를 

제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담히 중요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율에서는 역사적 재앙 흑은 재난과 관련한영상 작업과, 죄근 

한국영화계에서 역사를 다룬 작픔에 대한소개, 그러고 임흥슨 감독의 죄근 

직업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합니다. 

임흥순 안녕하셰요‘ 반갑습니다‘ 김성특 선생님께서 소개하신대로 죄근에 

‘려앵〉이리는 직픔을 민들었습니다“려형h은 륙한이 고g인 여성들과 힘께 안든 

직음입니다.우리 사회에서 흔히 틸특자, 새터민이리고 지징하는데 탈륙이란 말이 

이룬들의 상황과 여러모로 맞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룰면안 점이 있어 가능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제가 어떻게 전쟁과여성이랴는주제를 다루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러기 위해서 이전에 직픔인 ‘특흰산>(2015)이랴는 월은 

딘펀 영상을 보여드러려고 영니다‘ 2015년에 한 기픽자로부터 님특명회와 통일에 

대흰 주제로 직픔져|작을 져|인 맡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륙쪽이 고양인 

룬틀을 네 룬안났는데요 그중 김복주씨를 만나고 이야기 하연서 공감알 수 있는 

부문이 않았어요. 이후 김록주ill 셰 자례 인터뷰틀 하고, 이분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서 신앵하며 독액하는 컨업으로 작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픔 마지믹에 나오는노래는 임진강이랴는 노래에요‘ ‘임진강’을 모르는 

룬도 계시겠지믿 륙한노래입니다‘ 김복주씨와 대쩍틀 하연서 중간에 여러 노래를 

물러주셨는데요. 그 중‘임진강’이 저에게 가장 큰 올림을 주었습니다. 이 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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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을 바탕으로 륙한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려앵〉은 ‘륙한산》의 팍징만으로, 

2016년이| K인잉공공예술프로젝트p으| 주은지 종깅독의 전시 잠여 제안을 받고, 

님특 문제에 대해 여러 시림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보려는휘지로제작힌 

직픔입니다. 

저는 미술대학에서 회화틀 전공였는데요. 그 당시 미슐이 양싱 전시징 

인에서민소비되고 있는 상용이| Of위율을 느겼습니다 그래서 전시징 밖에서 

표연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연 중겠다고 생각했어요. 윌게 말해서 작음으로 

띠지연 정해진 프레임 밖으로 나가킬 비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연장, 일싱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임대아파트 주민과 

곁이 우리가 소수자리고 부르는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틀 표연알 수 있도록 매개자 

역알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미술등의 프로젝트틀 진행하연서 매개자로서의 

예술가 역알을 하다가‘비념〉을 인들연서 본격적인 영화작업을 하거|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4년부터였습니다. 당시 

K부산 비엔날려I» 종김독이 ‘왜 언국 미술계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다루지 

않을까?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작업알 생각이 없나?’리고 제인해 주셨고이를 

계기로‘전쟁’이|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짐 그 당시 저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여러 자례 원크융을 진앵 했었습니다. 그들과지속적으로 교류틀 하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싱항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딩시 우리 이버님 

세대가 베트님에 왜 갔는지, 그러고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상항을 

일고싱었습니다. 

모든 작업은 자신의 정제성과하고 싶은 일을 계옥 잦아가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버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남성성의 관계, 그러고 한국 사회에서 님성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일지에 

관한 것틀을 고믿었습니다‘ 이후 20。6년이| K매기의 추억·이리는 개인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저| 아버지가 돌아가었을 때 별다른 

느낌이 없었거든요 슬픔과 같은 김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제가 학교를 

다니고군대를 다녀오연서 경쟁과위계질서를요구하는 기존 사회에 대흰 상저와 

두려용을 많이 느꼈던 것 같Of요‘ 그러다 2년를 뒤에 몸에서 나타난아버지가 .질 

지내니?아픈 덴 없구?” 하시는데, 짐에서 깨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런 김정들은 윌끼?’ 생각하게 되연서 남성성, 군대, 한국의 70년대 역사이| 대해 

좀 더 텀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엔 K귀국박스·전Olet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전시틀 하기 전에 

베트남 전을 연구하시는 윤증로 선생님, 벅정태 영확김독님과 같이 잠전 군인들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혼자서 하는 것과는또 딜랐습니다. 서로 다른분야에서 

일하다보니 인터뷰 잉식이나관심사가 다틀 수밖에 없었어요.그런 점들을 

공유해가연서 직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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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쟁 영웅들보다는 상저틀 지닌 개개인과 잊혀진 사람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공식 역사에서 베트남 전쟁 짐전은세계 명화, 

아시아의 명확, 경제 발전에 의미를 두어 이야기허|요. 그러나 실제 짐전 이유틀 

들어보연, ‘배가 너무 고있던 시절이었다. 돈을 영기 .|허| 갔다.”등의 얘기틀 

잉니다‘ 나를 그들이 전쟁터에서 돋아와 느꼈을 고동, 아픈 기억을 사진 위에 

스크래지 하는 앙식으로 표얻었고, 이틀 빈영한 직픔이 ‘전쟁구술사진〉입니다. 

보통 기념비리고 하연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악하고부드컵고 허술하게 인들고 싶었어요 앞서 밀린 ‘쩌국악스·전에서 

‘귀국박스’는 베트남 전쟁에서 마영 갔다 돌아온 군인들이 님은 것들을 가지고 

온 상자틀 말해요 이 싱자에 휴지, 커피, 러디오등 한국에선 업게 룰 수없었던 

여러가지 울건을 담아왔습니다. 일종의 만도랴의 싱자리고 알 수 있는데요 

임튼 종이박스와 그림자, 못쓰는 전자제픔을 수거하는트럭에서 나는소리틀 

이용해 ‘귀국악스〉랴는 작픔을 만들었습니다. 결밍의 시대틀 거져 과잉의 시대가 

된 연재의 모습을 사사로운 것들로 표연해 왔습니다‘ 잡고로베트님 전쟁 당시 

미군으로부터 받은보급픔을 시직으로 연국사회에서 커피, 조콜릿과 같은 용픔과 

러디오같은 전자제픔이 생산되기 시작었어요. 

이 작픔은‘흰강의 기적〉이란 작픔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다닝에 있었던 미 공군 기지 담벼락에 인들어진 비앵기 조영을 사진에서 영감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재있게 느껴졌어요.특베트남을 폭격했던 전투기 기종인데 그 

전투기를종을 든 ~IEt클로스가 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야심, 야욕을 싱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바팅으로 

일루미늄 접시, 종이박스와한강 룰꽃축제 영상을 이용해 과거와연재, 미국과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과 연국의 관계틀 째연히|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전시가 굉장히 소모적이리는 고민이 늘있었어요. 이런 프로젝트 직업의 경우 

전시이후증발되는 경우도 않고, 님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인터뷰, 답사 전시, 글 

등을 모아서 씨|런 전쟁>(2009) Olet는 제목으로 쩍을 줄만었습니다‘ 

저는 작픔을 믿들 때 인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짐전 

군인들과 대찍틀 나누고 인터뷰하연서 님성성이리는 룬야에 관심을 가지고 몇 

권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후 어느 여성학자문의 권유로‘여성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직업 전빈에 걸져 여성, 여성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공공예술 프로젝트들을 하연서 주로 만났던 룬들인 

주부님들의 영힘이 적지 않습니다‘ 슬직한 대확와표연틀을 보연서 여성들의 

이야기나표연잉식이 흥미톨게 다가왔습니다. 그이후에 금전예술공징에 

입주하연서 지역주부들과힘께 진앵한 다g한 워크융등이 ‘.|로공닫〉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앙식은 다시 ‘려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작픔을 믿들어 오연서 연국사회 전빈에 룬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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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직동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룬딘을 주제로 

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자어| ‘록한산〉을 인들게 되었고 ‘려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정지나 이념이 질랴놓은 님과 륙을 자연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앙엽은 없을까?’틀생각하연서 자연 릉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릉경과힘께 인물을 찍기 위해 상황 재연을 해보있습니다‘ 잉서 밀음 드린 

‘려앵〉으| 한 징연을 보여드리연서 강연을 마지갱습니다. 

김성특 반겁습니다. 저는 20세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영회로 만든 두 

직가의 직업과관련해서 월게 이야기를드링끼 합니다. 한명은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액살을 다룬 리티 핀(Rithy Panh)이랴는 김독이구요 또 다른 한명은 

영례에 있었던 액살을 다룬 파트리시오 구스민(Patrici。 Gιman)입니다. 두 

직가는공통적으로 ‘자신이 엮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흰 기억이 영화를만들게 

펀 근원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획살을 미해 고국을 떠났지믿 역사적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틀 영화로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언저 얘기해드려야 일 것 

곁은데요. 영찍틀 전공하고 영화보기틀 중아하는 입장에서 영화틀 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측생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저는영화가 갖는 유의미한 가지 

중에서 영확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확샤이| 대흰 관심은 그러나 

역실적으로 우리가 영화의 역사에 접근하기 어컵다는 것에서부터 줄알잉니다. 

영화는일다시미 1895년 틴생 이래로 지금까지 110년 이상의 역사틀 강고 

있습니다‘ 하지안우리는 그많은영화들을 물리적으로 다 룰 수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제흰된 영화도있을 테고, ,qet진 영화도있을 겁니다‘ 저는 과거의 

영화틀을 주로 상영하는 시네마테크의 기픽자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다보연 

.사람들에게 과거 영확의 역사성이나 미학적인 즉연틀을 어떻게 전달맡수 

있는가-?'et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딩니다. 이 질문에 두 가지 즉연을 

생각해룰수 있는데요,그 하나는‘영확와역사가 맺는 관계’이고, 다흔 히나는 

‘영화와 영화가 맺는역사적 관계’입니다‘ 

1995년에 장 획 고다르(」ean Luc G。dard)랴는 프랑스 영화직가가 

안든 ‘프링스 영화으| 2 x so년에995)이리고 하는 작픔을 한국의 영화제에서 

저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은 영화틴생 10。주년을 맞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BFIC영국영화영희)이|서 전 세계의 각 나랴를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에게 

한펀씩 각 나랴의 영화 역사이| 펀한 직픔을 인들게 했어요‘ 고다르의 영회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우리는영화의 역사이| 도딩알 수 있을 것인가?’ 흑은 

‘흰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영화의 기억들을 어떻게 구성일 수있을 것인가?’ 

인데요‘ 이는 물가능한역사로,여기엔 기억과 밍각의 문제도있습니다. 고다르의 

영확가 흥미로운 것은 역사와 영화틀 연결하는 앙식에 있습니다‘ 가령, 20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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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절얼의 역사로, 이는나지 독일이 자행한유대인 대억살, 즉 흩로코스트를 

생각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확의 역사입니다. 흩로코스트가 절명을 

시도한 것이랴연,영찍는 가시성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 눈잉에 

무언가틀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싱반된 역사가 미묘한 앙식으로 결영합니다. 

영화의 역사란 달러 말하자연 절멸의 가시화랴 말알 수 있습니다‘ 서두가 

킬어컸지믿 트레일러를우선 보여드러겠습니다‘ 

캄보디아 줄신 김톡 리티 핀이 제직한‘크메르 루즈-미의 

기억>(20。3)0let는 직픔을 언저 보여드러갱습니다. 크메르 루즈 억살은 

흩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절얼의 시도입니다. 여기엔 이중적인 망각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부가역사적 사건을 지우려 시도였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살을 

경엄한 피해자들이 기억을 스스로 지우려는 시도가 걷이 앙립해 있습니다‘ 억살의 

시기에 리티 핀은 고국을 떠나 프랑스로 건너갔고, 이후 기억을 잊고자 수없이 

많은 시도틀 혔다고 영니다. 그러나 잊고자였던 시도들은 실매로돋아갔고,그는 

기억과 직연하기로 결심하게 딩니다.그가 영화김독이 펀 끼퉁엠니다 

크메르 루즈의 액살은특열한즉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언저 1974년에서 

79년 사이에 인구의 약 20%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흘로코스트와 자이러연, 

이때 획실당한 대다수의 희생자들이 지식인흥인더|, 당시 정권은 이들을 고문하고 

거짓된 기록들을 만들었습니다. 흩로코스트가 져|계적으로관련 문서들을 파기한 

절멸의 시도였다연, 캄보디아 액살은문서틀 거짓으로조작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킴보디아 억설과 관련된 직업은기억의 재구성임과 동시에 ‘거짓된 

기억과의 싸울’이리고도 알 수 있습니다‘ 

영호1011서 가장 인상적인 순긴은 획쉴에서 살아님은 두생존자가 수용소 

521틀 다시 앙문하는 징연입니다. 고문당안 사람들은 자신이 엮은 끔픽한 기억을 

밀로 표연하는 것에 어려울을 느씹니다. 반대로 고문한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앵흰 일을 말하고 싱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영화김독이 직연한 문제는 

이중적입니다. 무엇이 이 작은 농부들과 어린 룰교 영사들을 그토록 잔인흰 일링 

머신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었을까. 그러고어떻게 그들은 이 정권의 를괴후에 

그토록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앵위’틀 엉게 망킥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김독이 

시도한 잉식은 살아남은 생존자와 고문했던 가해1'1, 이 두 사람을 서로 미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펀 메커니즘을 알리고자시도한 겁니다‘ 

그동안 고문였던 사람들은 어떤 양식으로도 자신의 앵동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그들에게 말하게 하는 대신 사람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재연을 요정었고, 늘랍게도 그들은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재연합니다.수용소에서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일싱적이고 반록적이었기 때문에 

몸이 기억했던 겁니다‘ 감독은영화안에 그 과정을 딩게 딩니다‘ 

영효}는 우리 눈잉에 과거에 일어난 일틀을 생생하게 떠을리게 만듬니다‘ 

404 전쟁.엌샤.기억과미디어g강 



룰른 영화의 징연을 보시연 재연 과정이기에 실제로 대상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들은마지 실제로대상이 있는 것저럼 빈 허공에 대고 고문형위틀을 

재연앙니다. 이를 두고‘탈인간의 육화된 아카이브’랴는 표연을 쓰기도 힐니다. 

영화는그런 영태로두 생존자가 과거에 직연하게 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믿듬니다‘ 
다음은 파트리시오 구스안 김독의 두 직픔을 소개해드리려 영니다‘ 짓 

번째 직음인 ‘잊을 양한 노스탤지어>(2。10)를 먼저 보고깅연을 이어가겠습니다. 

1970년대 영례에서 영확 작업을 하던 그는 피노지|트가 쿠데타틀 일으키연서 이를 

미해 쿠바와 프랑스로 망명해, 연재는 프링스에서 영화 작업을 계측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김독인 프레드릭 외01즈만(Frederick Wiseman)OI 

그에게 이런 질문을 혔다고 합니다.“딩신은 왜 매번 피노제트 군사 쿠데타 

흑은 아앤데 정권 시기의 고국의 역사ef는 주제로 직업을 계옥 하는가?· 거기에 

구스만은 이형게 답했다고 하죠 • • 사람들마다시간에 대한 감각이 서로다르다‘ 

사람들에게 영례에서 일어닝군사쿠데타를 기억하냐고 을으연, 어떤 사람은 

그건 옛닐에 있었던 일이리고 말하기도 흰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 시기의 시간은 

지금까지 멈춰져 있는 것과똑같다고 느껴진다 흑 멀리 떨어진 과거의 일이 

아니랴 연재까지 생생하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진다‘ 그건 마지 

챔슐 속 호박저럼 시간이 몽인되어 있는 것과똑같다. 울직일 수없는 싱태로 

징식의 구슬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고대 곤증저럼 시간이 걸잉되어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깅고 있다.”리고 이야기합니다. 

피트리시오 구스안이 안든 ‘빛을 양한노스탤지어〉는이후에 제작흰 

‘자개담추>(2。1잉와 일종의 픽을 이루는 작픔입니다. 두 영호}는 일혀|가 아앤데 

정권 시기에 액살한 수많은 희생자틀 저리었던 두 징소를배경으로 합니다. ‘빛을 

항한 노스탤지어〉는 ‘사Q/', ‘자개딘추〉는 ‘비다’인데요. 두 곳이 영혜를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지믿 어떻게 보연 학쉴당안 억생자들이 흔적도없이 사랴지게 되었던 

징소리고도 맡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장연의 배정이 되는 곳은 이터카마 

사막‘6.tacama Dese에인데요 이 사막지대는 전문액을 관필하기 가장 

중은 징소로 룰립니다.그곳에 가보연 전문학 연구자들이 수없이 많은 전문대 

망원정을 설치허여 저 멀리 영어진 영들을 관영하는 것을 룰 수 있습니다. 이들과 

별개로 사막지대틀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룬틀을 보실 수도있어요‘ 이들은군부 

쿠데타시절 실종된 가촉들을 잦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막 어느 곳엔가 실종된 

이들이 있을 거리고생각하연서 그곳을 틀아다니연서 잦고있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연에서 ‘저 멀리 띨어져있는 영을 관필하는 저 엄정닌 크기의 망원경을 

지금 이 사막에 비줄 수믿 있다연, 이 사막의 연 구석에서 우리가 잦으려고 

하는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을 잦을 수있지 않을까?·랴는 식의 밀이 나융니다 

왜 이싱연 앙식으로이 영화는 사막이ef는 공간을 통해 전문학과학살이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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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문제들을 겉이 결영하고있습니다. 왜 전문학자와고고학자가 같은 

장소인, 시막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곳이 과거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효}는 우주적인 이야기틀 하연서 과거에 있었던 억살의 

흔적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자개암주〉틀 시정하시고 다시 강연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개딘추〉이|선 우주 생사의 기원 인언! ‘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웅’은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데요, 이 영화에서 룰은또한 바다로, 

미노제트독재정권시기에 정치인들을 고문흰 흔적을 짖지 못허도록 바다에 

버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영상에서도 나오지믿시져|들에 

큰 영근콘크리트 곁은 것들을 매달아 바다에 버었다고 잉니다. 시간이 흘러 

시체들은 발견되지 못혔지만 이들의 옷에 있던 암주를 발건하게 팀니다‘ 딘추틀 

통해서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 자휘들안 알 수있는 거죠 영화는 마찬가지로 물과 

인류의 기원을 70년대에 있었던 일레 액살과힘께 연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임에도 물구하고연컬하는 구성 앙식이 놀러운 직픔입니다. 

저는 구스인의 다큐멘터리가 어떤 표상형식으로과거의 역사를 

재구성맡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구스만은 

‘다큐멘터리가 연실의 얼려있는 핀혈을들이 아닌 새로운 시획과 구성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윌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밀해 구스안의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다큐앤터리에 주어진 어떤 특열한 

미션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상실증에 삐져있는형은 세대가 다큐멘터리를 

구성하는 엄을 통해 어떤 기억틀을 다시 떠을리도록안드는 것, 그런 점에서 

다큐앤터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정보틀 제공하는 자원이 아닌,그 직업 

자져|가 또 다른 앙식의 ‘픽션’을 민들어내는 앵위리고도 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흰국의 영화사틀 소개해 주실 

정지연 명른가의 강연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정지연 안녕하셰요‘ 안나서 반겁습니다. 저는 오늘 포굉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앞에 임흥순 감독님이 개인 직업에 대해서 구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김성묵 선생님이 구지|적인 직픔을 지밀하거| 룬석하여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한국 

영화들과시대의 상관관계 그러고그 인에서 집담 무의식저렴 드러나는어떤 

경g성을 이야기하고자합니다. 거기엔 억계에서 흑은 ~겁 내에서 바랴보는 

관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보고자 잉니다‘ 엉게 말허연 

시대의식과 영화의 상관관계틀 포필적으로소개연다고보시연 될 것 같아요. 

져|가 저음 영호IOll 접근알 때재있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더글러스 

옐너의 영확 접근엽이었어요 미국의 더글러스 헬너(D。uglas K허lner)et는 

획자가 시대에 따른 힐러우드 대중상업영화으| ‘집담 무의식’을 읽어내는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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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돼요. 여|를들어 70년대 호러 영화가 딩시 시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또는‘80년대 공화당이 집권하연서 등장한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대중상업영화에 어떻게 영힘을 미쳤는가?’와 같은 시대 연구틀 하는 거죠 저에겐 

이런 관힐엽이 흥미로웠고 흰국도 나를역사의 굴곡이 많다보니 그러한 해석이 

가능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릭성과 상업성을 띄는 영화가 어떻게 시대, 정치와 긴밀하게 

상관관계틀 맺는 지 간담하게 멍멍하연서 시작을 해보도록 얻게요‘ 영화의 

역사는1895년을 기점으로이야기해요 조선에 영확가 저음 들어온 건 

19。0년대 조반Olet는 밀도 있고 다g하지믿 아시다시미 일제깅점기가 있었죠 

그래서 조장기 영확에 대한 기록은 사실 영로없어요.조션 흥독부에서 영화를 

억압하고자 ‘조선 영화렁’이et는 익업을 인들었기 때문입니다 실힐적으로 

군국주의 흑은 진일 영확가아니고서는제작 자체가 엄든 싱황이 된 거죠 그에 

대양하여 2。년대에 ‘아리랑〉 같은 저힐 정신을 담은 영효i들이 나오기도 었지믿 

접자 군국주의 영확 외에는 만들어지기 힘든 싱항이 오게 팀니다‘ 

그러다 혜앙을 맞이하연서 숨동을 트이나 싶었지만 그유명흰 유신이 

시작되게 딩니다. 유신독재가 시작되연서 ‘영화엄’을 믿들었는데 조선 영호|링을 

고스란히 계승혔다고 해도괴언이 아니에요 영효1011 대흰신고제, 허가저|, 내용 

겁얼이 이때 굉장히 지밀하게 이루어졌음니다‘ 유신이 시작되연서 한국 영화의 

죄고 걸직이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조빈에 많이 등장하게 팀니다‘ 여|틀 

들어 김기영 김독님의 ‘하녀에960), 유연목 감독님의 ‘오발탄》(1961)같은 영확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작조자도 직업하기 힘든 상황으로 넘어가게 팀니다‘ 이른바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딩시 정지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떼어내기 

위해 '3S(Se.κ Sp。πs, Screen)전략’틀을 만들어요 때문에 70년대, 80년대는 

에로영효|나 호스테스 영로영화들이 주로 져|작되게 딩니다. 영화의 제목들도 보연 

‘무릎과 무릎사이〉, ‘뼈와 살이 타는 빔’· ‘엉무새는 몸으로 율었다〉같은 제목들이 

많이 보이게 됐죠 당시엔 소시민의 삶이나 사회적 심을 다룬 진지연 영화일 

경우 겁열에 걸려 금기확 됐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을 전시하는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합니다. 

그러다 88을림픽을 전후로영확업이 개정딩니다. 미국이 한국 

영확시g뼈| 진줄알 수 있도록 영화시~I 개앙된 건데요. 이때 ‘허가제’이|서 

‘신고제’로 바뀌게 돼요. 그러연서 징선우 감독, 벅굉수 감독등으로 대변되어지는 

‘코리아 뉴웨이브 김독’이 엄께 등장하게 딩니다.아무래도 유신시대의 진흑힘을 

몸으로 겪던 문들이다 보니 이룬들의 영화에는‘채무강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시대를증언해야한다는 채무감이 굉장히 다'Y흰 앙식으로 표연펀 거죠‘ 

요즘 여러룬들에게 익숙한 영확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건 90년대 

중반 이후가 딩니다“시네밀 뉴웨이브’리고도 이야기하는데, 입싱수. 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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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싱수, 김기덕, 류승완, 김지운, 벅잔륙, 이장동등 여러룬들에게 진숙한 싱업영화 

김독들이 이때 대거 등장합니다. 이룬들의 특징은80년대 액번이et는 거예요‘ 

정년 문회로서 한국사회의 정지적인 억입과 그에 따른 시대 의식을 자연스럽게 

경엄한 세대였던 거죠 또 한면으로는 영호밭 자유톨게 룰 수 있었던 영회굉 

줄신들이 많았어요 정리해보자연 이때 활약한 김독들은 시대 의식도 있지만 

영회에 좀 더 잉점이 찍히는 룬들이었어요. 이들의 등징으로 흰국영화 시장도 

피이가 커지기 시작했고 산업 내에서도 연화가 생기기 시작허|요 다g한 징르 

영화가 제작되거나 직가 영화들이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를맞이하게 딩니다. 

20。6년 이후엔 대기업들의 대자온이 온격적으로 연국 영화를 징악하게 되연서 

또 한 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안국 영화가연대 영회확되연서 한국 영화사에서 가징흥미로웠던 

시대는 역시1997년에서 2003년 사이리고 힐 수 있어요 이때의 영효i들이 

성휘한 직픔의 수준, 징르의 다앙성, 직가 영화의 등장 안에는 굉장히 주목해서 

를인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남성성’, ‘전인 영효t', ‘기픽 영효I', ‘국가와 

개인의 링등 문제’등을 생각하시연 딛 것 겉아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후빈에서 20。0년대 조반이 신기흰 게 IMF 경제위기로 

먹고살기 힘들어지자 정지적으로 '70년대 노스탤지어’가 굉징히 많이 등징해요. 

벅근혜씨가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줄하기 시작했고,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대거 등장해요. 대표적으로‘진구〉,‘밀죽거리 잔흑사>,‘효자동 

이발사〉가 있는데요. 이때 대중싱업영화가 70년대를 흐|고하는 잉식은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앙식은‘고개 숙인 아버지’인데요. 경제위기는 남성성의 

.|기틀 수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당하는 아버지들에 대한연민과우|로틀 담은 

영화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문액에서도 ‘아버지,et는 소설이 베스트옐러가 되기도 

했었어요. 

또 한면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자 ‘강인한 남성성’을 록권하려는 

의지로 보이는영확들이 등징하게 딩니다‘진구>(20。1)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조쪽 영화’랴는새로운 장르로 니아가게 돼요‘ 조쪽 영화는굳이 번역하자연 

갱스터 징르‘gangster genre)리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갱스티 영화와는 

자얼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선 Ch。p。kOI리고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이런 

영화의 공동점은 찌드 바디(Hard b。이)’랴는 거죠 .하드 바디’는 미국의 

수진 져|퍼드(Susan 」eff,。rds)리는 학자가 제시했던 개념이에요 미국 영화는 

6。년대, 70년대까지안 해도 미국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성항을 가져요. 그런데 

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R。nald Reagan)이리는 공확당의 보수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연서 미국영화도 보수화가 펀 거죠 이른 바‘슈퍼맨), ‘로보캅〉, 

‘티미네이티〉와 같은‘앤 시리즈’영확들이 등g해|요 수진 제퍼드는굉장히 

진보주의적이고앙성명등, 반전(反ti), 생태에 관한 다앙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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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아내던 미국영찍들이 80년대에 들어서연서 때권주의나 남성영웅주의로 

무장안 채 남성의 깅인한 육제성을 강조하는보수적인 영회로 되앵하게 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룬석었어요. 경제적 위기가 님성성의 우|기로 이어지자, 

보수주의가 이데을로기적인 핀타지로 그런 부문들을 공략한 거죠. 엉게 밀해 

문화적 연상으로서 님성성을 복권시켜준영확틀‘하드 바디 영화’리고 하는데 

우리나el에서는조폭영화와 같이 폭력성을 띄는영효|에서 그 흔적틀을 잦아룰수 

있습니다 흑시 영화‘말축거리 진흑사,(2004) 보셨나요?영확에서 권싱우 ill가 

몸을 딘련해서 액교 내에서 탑이 되는과정을 보여줘요 소위 말해 일진이 되어 

씨원서 승리하는 과정을 묘사하거든요 그런 남성성을 위한 몸의 재구성 같은 게 

이시기에등징했었죠 

그 다음에 ‘전안 영호Y랴는 딘어도 이때 등장해요. ‘태극기 

휘날리며>(2003),‘왕의 남자>(200잉 같은 영화들이 그 예인데요 연국 

영화계에서 이 시기는 사회 영리적 연싱으로해석알 수 있어요. 왜냐하연 

5,000만 인구에 따른극장 문포도에서 50。만에서 700안이 넘어가게 되연 

극장을 잦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조괴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곧 

명소에 극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극g뼈| 갔다거나 반록관람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해요. 영화가 담순히 일싱적인 오락으로 믿아들여진 것이 아니리 사회적인 

연상으로서 사림들에게 이슈가 되었다는거죠‘ 그래서 사회 영리적 연상이랴고 

사회학적 해석을 해야되는 겁니다. 당시 전만 관객을 기록했던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앙으|남자,와 같은 영화들의 공통점은 ‘국가이| 의해 희생펀 

개인이나그들의 상저’와 ‘실매하는 남성성’을 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의 

전안 영회는 영리적 연상으로 해석알 수는 없어요 여러룬들도 아시겠지안 

대기업이 마음먹으연 1,。。。믿을 킬 수 있는독점적 배급연상이 있기 때문이랴고 

맡수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있는 게 ‘기픽영화시대에 프로듀서의 역양에 관흰 

건데요‘ 제가 영화틀 바리보는 관점에 대해서 획계에 있을 때와 기자생월을 알 

때 자이틀 왜 느꼈어요. 학계에 있을 앤 어떤 이른이나 혜스트를 가지고 읽는 

직업들을 주로 했는데요 기자생활을 알 맨 산업 내 동양을 많이 91었어요 

20。3년에 기자생활을 알 때 한국의 주요명른가들, PD들을 모시고 .어떻게 

한국 영화가 97년을 전후로 하여 이렇게 새톨게 르네상스화 힐 수 있었는가?”이| 

관한 대담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그때 나웠던 얘기가뭐냐연 ‘기픽 영화 

시스댐’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 지금저럼 대기업이 거대한 영양력을 끼지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시 영효밭 관징했던 건 킥 기획사의 

프로듀서였거든요.어떤 영찍기 언제 제작될 것이고 얼마나 투자알지와 곁은 돈의 

논리틀을 계산하는 것이 이들의 역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386세대였던 거죠 

전 셰계적으로 상업 시장 내 역일로서 영확를들어링지 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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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386세대가 갖는 기이한 쩍무김01 작용을 했던 거여|요 

그래서 PD들을 만나 얘기를들어보연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틀 들어 3떤의 영효밭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한 먼의 영화가 성공하연,그때 

열어들인 자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영화틀 만들 맨 상업적인 계신을 크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잉식의 기픽들이 생겨났고, 덕문에 연국 사회에서 

밀해지지 않있던 상저들이 영화화되기 시작었습니다‘ 딩시앤 연국 연대사가 대중 

영화의 화업으로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살인의 주억>(20。죄 같은 경우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국가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영확였어요· ‘괴를>(2。06)도 마진가지죠 이센 상영도어려운 영화가 펀 임상수 

김독의 ‘그때 그 사람들>(2004)0let는 영화도 벅정회의 쭉음을 전연적으로 

다루연서 많은 논란을 룰러왔었죠 

해외의 한 명른가가 흰국영효밭 정리하연서 ‘국가 대 개인의 문제가한국 

영화에서 어명게 다뤄지는가?’틀 이형게 정리 했습니다. 연국 싱업영회앤 두 가지 

키원드가존재흰대요. 첫 번째는 ‘과도한 폭력성’인데요. ‘왜 이형게 한국영화가 

과도하게 폭력적인가?·틀 이야기하연서 한국 연대사의 비극과 연결시켜요. 또 

하나는 그런 폭력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적 록수’가 나타뇨lef는 겁니다‘ 일리우드 

징르 영회에서는 개인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엄죄의 희생자가 되연 경힐, 

형사, 변호사로대변되는 공권역이 개입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독 

공권력이 아니랴 사적 록수틀 동해 해결하려는영찍들이 많더랴는 거죠‘ 흰국 

연대사에서 공권역에 느꼈던 울신들이 싱업영화안에서 재연되어지는 잉식인 것 

곁다고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듯흰 설명이랴는생각이 들었어요‘ 

용준호 김독이 ‘살인의 주억〉을 져|직하던 시기어| .국가란 무엇인가?”틀 

묻는 질문에 그는 이형게 이야기혔다고해요. 그때 딩시 국가는 농존과 도시가 

뒤섞이는 산업화 과정에 놓였거든요. 당시 정권은 시골의 가난한 여성들의 

인권 띠위에는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취재과정에서도 느꼈고, 관심도 

없었을 푼더러 그 사익안 사이코매스와의 대결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무능한 

지|계였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러한 국가에 대한 물신, 원밍들이 사적복수의 영태로 

나아가게된거죠 

그런데 여기엔 울온힌 것도 하나 존재해요.'70년대 노스탤지어’인데요 

노년층의 상딩수는 경제 위기 측에서도벅정의 시대에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이야기혜요. 그런데 실제 그러했는지틀 살피온 바로는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몇 가지 경제 수지에선 발전혔다고나타나요.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심이 그수지틀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파괴되어졌는지는 직시하지 못혔던 거죠 

이형게 왜곡펀 자신들의 욕망을 70년대에 대연 핀타지로서 투사하고 재연하연서 

몸이일어나게딩니다. 

제가‘그때 그 시림들,OILI <괴물〉이|서 두 재있는 개념이 하나로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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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벌건했어요. 모든 죽음은 ‘상징적인 쭉음’과 ‘물리적인 쭉음’이et는 두 

가지 개념이 겉이 수반되어야해요. 여기서 물리적인 죽음은밀 그대로 육체의 

소얼인데요 상징적인 쭉음은‘받아들인다‘’는 의식의 상징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사실 故박정의, 노무연 대동형 같은 정우 물리적으로 과거에 이미 

쭉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사회에서는 악근혜틀 대리로 셰우거나문째인 

정권을 연결시키는 등아직 상징적인 쭉음이 일어나지 않있다는 것을 룰 수 

있어요. 이런 연상을 두고 임싱수 김독은‘나는 상징적 쭉음과 물리적 쭉음을 

모두 선언하고 싶어.’리고 이야기하는 거죠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쭉음이 

일어나기 전에 쭉은 자가 어떤 과정을 거져 사람들에게 감응 되는지를발견 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괴물이 되어 버리거나 또 다른 하나는 영용으로바뀌게 돼요. 

임싱수 김독은‘그때 그 사람들〉에서 전자틀 택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한국 

정치사회에서 이런 소재틀 다루는 것이 업지는않았던 것 같아요‘ 

‘괴를〉에서 용준호 감독은 후자를 선돼였어요 흥미로운부문중에 

하나가 영확 조반에 괴물이 등장혜 .연서’틀 룰고 기버려요 아이가사랴졌기 

때문에 정혈은공 .연서가쭉었다.”고 선언해요. 장에까지 서줄러 지러버리죠 

그런데 빔에 연서로부터 아버지 ‘깅두’에게 전화가 융니다. 전화틀 받은 깅두는 

띨이 살아있다고 팍신하죠‘ 그리고 자신을 강금만 경혈에게 띨을 짖기 위해 

이곳에서 나가야한다고 말영니다. 그러고는 경월에게 잦아가 ‘내 밀이 죽었는데 

쭉은 게 아니거든요?·리고 이야기하지만 비웃음 당하죠 정리해보연 연서는 이미 

영화 욕세계 내에서 상징적으로, 울리적으로 모두 쭉은 컬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여담이지믿, 잠 일리 징려|를 지루고애도를 마지고 기억을 지우는형위는울펀한 

진실을 안고 있는 국가가, 공권력이, 보수틀 일으킨 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셰윌흐 때도 앨리 장려|틀 지루고 지원버리고자 했던 것저럼 말이죠 다시 

온른으로 돋아와 아버지는 연서의 쭉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띨을 잦는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이 과정은 영저하게 ‘사적 과정’이에요‘ 오히려 국기나 공권력은 

응해|자가되는 거죠. 그형게 스토리가 흩러 영화 마지믹에 연서는 결국 괴물의 

입안에서 나오게 딩니다. 이제 이때 연서의 틀리적 쭉음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장려|까지 지룬 상항에서 물리적인 쭉음이 나중에 발생했고, 여기서 몽준호 감독은 

다른 아01틀 구하고대신 죽음을 맞이한 연서틀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러연서 정권이 바R게 됐습니다‘ 보수정권이 등장하연서 공동제 

집딘은 연이는 실때틀 경엄하게 돼요.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지마자 굉우영 소로 

인흰 춧울집회가 크게 있었지만 벅근혜 정권으로 가연서 사실상 실매였거든요‘ 

이기지 못한 거죠 지닝9년 동안우리에센 계속 실매의 정엄들이 있었고, 

노조원룬들도 약화됐었고, 검열과 들핵리스트로 인해 문화 예술계가 굉장히 

억압되기도 었어요때배의식과그에 따른 조}절김 같은 게 깅력하게 작동혔던 

시대인 것 같아요 더물어 우리는TV틀 통해서 어뀔 수 없이 재난의 목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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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용신 잠사와 같은 다g한 사건들을 접하게 됐고 온국민이 세월호 목격자가 

됐던 시대가 오게 딩니다‘ 

이런 시대 연실틀을 영화에서 받아들이는 몇 가지 잉식이 있어요‘ 

첫 번찌|는 상업영확에서 컬저하게 배져|되는 잉식입니다. 상업영화뿐인 

아니랴 공영 잉승을 통해서도 이것들이 다힘지는 것 자져|가 정외태에 의해 

자담됐었잖아요. 그러다보니 발언에 대한 쩍임감이 독립영화계에서 표줄된 

것 같아요. 상업영화계에션 은유적으로 표언하거나권력에 대언 의식을 대신 

빈영하여 표연혔었는데요 흑시 까려진 시간(2。16)이리는영화를보셨나요? 

유년기 아이들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여자 아이믿 나오게 되고 님자 아이들은 

모두 시랴져요. 사러진 아이 중에 ‘성민’이안 이싱한 시간의 를랙흩 같은 곳에 

삐져 흔자 성징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정지된 순간 동안 성인이는어른이 

되어 니터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림들이 이를 믿지 않고 성민이를 엄인으로 

오인하거나 존재 자져|틀 되게 룰온시해요. 사랴진 아이가 언젠가 돋아을 

것이리고 믿는 건 ‘수린’이 밖에 없어요‘ 저는이 영화가한때 유명했던 타임슬립 

소재인 줄 알았는데요.엄태화 감독이 셰윌호에 관한 영확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사etξ! Of이들을 기다리는 아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아이가 가진 

진심을 이야기하고 싱었던 건데요. ‘세월호’ 재난 상핑에서 국가가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했는지를 온국민이 이미 외버혔고, 그때느컸던 감정을 빈영한 

영화가나오게된거죠 

두 번째는 흥미톨게도 2。06년부터 죄근까지 일져|깅점기 영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여|요 ‘아가씨’· ‘해어화’· ‘밀정〉,‘군힘도〉, ‘암살》, 

‘동주’· ‘박얼, 등이 그 여|인데요. ‘ IMF 이후이| 70년대 노스탤지어 영화들이 

많이 등징했던 것저럼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일제깅점기 영화가왜 이형게 

많이 나왔을까?”랴는궁금증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것과관련해서 재있게 룰 수 

있는 연상이 9。년대 후반 중국에서 1930년대 구 상혜에 힐수틀 느끼는문찍, 

예술, 영화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러안 ‘싱싱펀 노스탤지어’틀 연구하는 

다이진효K•I!훌)랴는 액자가 있어요. 이문이 .대중상업영확가 1930년대 

싱해로 g하는데 사실 중국영화에서 재연되어질 수 있는 구 상해는 실제로 

존재였던 상혜는 아니었다‘’εi는 재있는얘기를 했어요 실져|로구 싱해는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일어난 적이 없는 ‘싱실의 정엄들’을 믿들어내요.그러고 

싱상된 g수리고 룰릴만한 것을 인공적으로 구성해내는 거죠 쉴게 말하연 연재 

욕망틀을 투사허여 존재하지 않있던 것틀을 가공된 핀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대 경성에 관연 이야기를흑은 g일 무징 투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과연 실제에 기반안 것인지 아니연 우리의 어떤 욕밍이 투사된 재연물에 울과흰 

것인지에 관한궁금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자연, ‘왜 이 시기인가?’에 대한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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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정양성’은 룰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던도시로서의 정성과캐릭터예요. 

인국 싱업영확에서 50년대에서 80년대는 비주얼적인 연에서 극딘적으로 

흔스럽게 다힘져요 50년대 한국전쟁을 다룰 앤 시대를 반영해 극도의 

빈곤힘을 보여줍니다‘ 전쟁 이후에 펴l허의 이미지가 강혔기 때문에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의상부터 그들이 살던 거주 공간 모두 서민의 싫을 기준으로 

집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시대 심지어 식민 시대였던 2。년대에서 40년대의 

조션을 묘사알 때는굉장허 화려해져요‘ 로|펴|미에 가끼울 정도로 극딘적인 

포징을 하는 영화가 ‘아가씨>(201히와 ‘혜어확>(2015)인데요· ‘밀정>(201히과 

‘경성액교>(2014)를 힘께 보시연 30년대는 서민들이 주인공이 아니랴 .|정Xt, 

싱류증, 진일 계급이 주인공이었어요. 영찍는‘서구가 싱싱안 타자로서의 동잉 

이미지’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겐 스타일’이리고 말하는 일몬의 기모노 

문화랴던가되떼적인 징식미로 꾸며진 공간들을 보여주죠 우리가 경엄하지 

않았던 시대임에도 룰구하고그 시대를이국적인 를거리로인들었고, 상싱속의 

모던보이, 모던걸저럼 근대와 오리엔틸이 믿나연서 장식주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부문들이 다이진화가사회주의가 진앵되기 이전의 싱허|리고 

해석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틀 지g하는 신흥중상공인들이 

등장하연서 지금의 공산주의 체제에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러연서 공산확되기 

이전의 중국에 대해 굉장히 럭셔리연 싱상역으로 상혜틀 가공한 건데요. 요즘의 

일제강점기틀 다룬 영화들에서 근대적 공간들을 화려하게 재구성하거나 

독립군들의 삶을 서사회한다는 점에서 디이진화의 이른이 연상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셰 번째는 2。。。년대 조빈에도 감독들에 의해뭔가틀 

진상규명해야한다는 깅벅증이 늘 보였다는 거예요 5·18 굉주를 다룬영확들이 

꽤 나왔었죠 ‘악하사탕>(1999), ‘확려흰 휴Jb(2007), ‘26년>(2。,1 2)등이 

있었는데요. 저는그 중에서도 가징 의미 있는재연을 했던 영찍는 장션우 

김독으| ‘꽃잉에99히이리고 생각해요. 굉주에서 영어졌던 일들은 일종의 끔찍연 

피국이었어요 저는 이를 가징룰온하게 다웠던 잉식이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들이랴고 생각해요 선과 익이et는 이룬업이 너무나 명액했고, 기승전결의 

내러티브안에서 갈등관계없이 하나의 유기성을 띄며 구성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재난이나재앙, 전쟁과 같은 일들이 담순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그런 연에서 ‘꽃잉〉은논란이 되게 많은 직픔이었어요. 특히나 가장 

흑독하게 비명했던 건 페미니즘 비명가들이었어요.영효}는 어린 10대 소녀가 

부모도 없이 떠돋아다니연서 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간과 액대를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영화조반에 왜 이 소녀가 이런 싱형을 엮는지를 

일려주지 않아요. 이 소녀를 잦는 일군의 사람들이 소녀의 앵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에게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영찍는 피해자이자 희생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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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혜 의식을 가지고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돋 다뤄요. 영호}는 굉주 

사람들이 명액하게 의생되었다고 힐 수있지믿울타리 안에 갇혀 입 엮으로 

꺼내지 못한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영팍하게 설명되는 

게 아니랴 소녀가 희생된 가촉의 무덤가Oii 가서 하는 자기 진슬로 대신 비줘져요. 

굉주에서 일어났던 피국 딩시에 얼어난 엄마의 쭉음으로 소녀는 미지게 돼요‘ 

그래서 소녀가진술하는 밀들은 굉인의 말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용얼거림으로안들리도록 표언딩니다. 형대적인 파국의 재연룰가능성 흑은 

쭉어버린 자들은 말을 알 수 없고 살아남은 자들이 마국을 재연하는데 여기서 

오는 한계틀 질 보여주는 직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영확 마지막에 이 소녀의 

트랴우마틀 보여주는 장연은관객들에게인 전딜01 되는데요. 소녀는굉주 g쟁의 

의생자들에게 가혜의식과 피해의식을 힘께 느낄 훈만아니리 자신을 강긴한 

님성들또한 가해자로 여기는 거죠 이러흰 재연의 윤리틀 고민하연서 굉징히 

록잡하지믿 힐 다룬영확가아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페미니즘 비명가들이 

물떤해했던 건 “역사의 피국이나 상저틀 은유일 때욕 여성의 몸을 벗겨 강간하는 

징연으로굳이 재연해야만 했는가?”리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왔는데 

룰 때마다 룰면하고룰해했었기 때문에 그런 명들이 맞아요. 그럼에도 룰구하고 

시대를반영하는 지점들에 있어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였고,여러문들도니중에 

시간이 되시연 이 영화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말을드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앙니다. 

Q&A 
짐여자1 틸특자룬들이 개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직업하게 되신 건가요? 

임흥슨 모든 룬들이 그형지믿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하실수법에 없어요‘ 저에 대흰 소개나 직픔에 대한 목적을 증룬히 말을드러고 

짐여 가능하신 문들과 힘깨 진행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린 이야기를해서 

미해가 되지는않을까?’랴는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하고 연락드리기를주저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룬들을 뀔 때 제가 더 조심하게 팀니다‘ 반대로인터뷰틀 

요청했을 때 긍정적으로 빈용하시는 룬들도 많습니다‘ 그러고 매번 구체적인 

진행앙식을 계획하고 이룬틀을 ~났던 건 아니었어요‘ 인나서 이야기 나눈 후, 

이문들이 생각허|보고 싶은 것을 듣고 이틀 바팅으로 일종의 재연 흑은재연을 

했었는데요. 예를들어 영화에서 ~K끼| 을랴가 져|사틀을리는 장연이 있는데 이 

장연은휠영 당일 이야기를 나누다자연스럽게 진행됐었어요. 이저럼 제가연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싱황에 따랴 자연스러운르름에 맞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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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1 굉징히 오픈되어 하시네요? 그럼 사전에 이야기틀 많이 하시는 건가요? 

임흥순 네, 그헝습니다. 그형기 때문에 그 상형에 굉징히 집중해야하죠 

짐여자2 져|가 ‘려행〉을 직접 보진 못했지믿 탈특여성에 관힌 이야기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왜 많은 유형 가운데서도 틸륙 여성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건가요? 

임흥순 굉징히 여러 가지 얘기틀 맡수 있을 것 같아요. 일딘조금 전 얘기 

드렸듯 저에 대한 정제성을 잦다가 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어떤 생각을 하며 

심을 살았을까?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군대, 남성성, 여성성에 

대흰 관심으로 이어졌는데요‘ 임대이피트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틀 진앵하연서 

또주부님들과 이야기 나누연서 느낀 점들이 않았어요. 여|틀들연 사회가 남·녀 

또는 진보·보수로 굉징히 극암적으로 나뉘는 정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경우안 보더랴도 마조같은 연이 있는 반연에 또 다른 즉연으른 여성스러운 부룬도 

있어요. 님륙관계도 마잔가지리고 생각해요. 남쪽도 중은게 있고 중지 않는 점이 

있듯 특쪽도 중지 않은 게 있다연 중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특쪽을 바랴보는 

우리 사회의 시션은그형지 앉아요. 서로틀 너무모르고 있~ 개인적으로특쪽 

사회에 대한연실과 싱항에 대해 이야기 듣고 일고 싶은 마음이었죠 

김성특 ‘려행〉은 ‘여성’을 대싱으로 하연서 ‘남특 룬딘’이리는 역사적 경엄도 

힘께 다루잖아요.그런 역사의 즉연을 이미지로구성하는 영화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이미지화하시는지 궁금합니다.‘륙한산〉의 경우 걸어가는 사람의 핏모습을 

찍고 있죠오히려 의도적으로얼굴을 찍지 않고, 뒷모습을 쫓아가연서 독액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띠리가는 것도 통행하는 것이랴고 룰 수있다고생각혔는데 

특얼히 얼굴을 찍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임흥순 앞서 ‘비념〉을 인들연서도 그랬는데요.오래펀 역샤시간, 공간이 가진 

의미틀 흰두시간 안에 설명이 룰가능하다고생각을 었고, 그렇게 설명하고 

싱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관객들에게 인물의 얼굴을 업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60년간의 고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보는 사람들의 노력이 밀요하다고 

생각했죠 영확틀관람한 이후에 자신이 직접 잦아보거나 생각해룰수 있게 

여지틀 주고 싱었던 의도가 있었어요. 또한 저 자체도얼굴이 드러나거나 

카에랴에 찍히는 게 중지는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뒷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이랴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알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궁금증을 

지아내기도 하고요 관객들이 다앙한시각으로 직픔을 정알 수 있는 앙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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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한 결과이기도 힐니다. 

정지연 안국 연대사의 끔찍했던 슨긴을 디뤘던 영확틀을 룰때마다 이미지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Oii 대흰고민들을 얼마믿큼 지얼하게 혔을지 늘 궁금였어요. 

구체적인 하나의 작픔을 민들 때 장작자의 아이디어 과정이 잠 공급하더리고요‘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연 추상적인 이미지로부터 시작되는 건지 

궁금앙니다. 

임흥슨 일딘 제 과정에서 중요한건 인물과의 ‘인터뷰’이|요. 그룬들의 이야기틀 

듣고 고민하고 이게 썽이다보연 여러 가지 그 인물에 맞는어떤 이미지가 

떠오틀니다. 새로운 이미지도 있지만그동안봐온 명회도 떠오르죠. 륙한산 같은 

경우 바위에 을랴가 있는어떤 남자의 뒷모습을 그려낸 명화가 있는데 그 그림이 

딩고 있는 이야기와 많은부분 흘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작픔이나 인물에 

대한고민을 많이 하다보연 몸을 많이 꾸게 딩니다‘ 그런 뭘하고연컬해서 구술과 

이미지를 접목하게 되죠 예를 들어 ‘려앵〉으| 도입부는 굉장히 인싱적이었던 

물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멀리서 조그마한 점이 보였고, 그 점이 저에게 점점 

다가왔어요. 그러연서 마지막에 그 짐이 저의 얼굴로보였거든요 그 장연을 

기억해 뒀다가‘려앵〉이| 빈영하게 됐습니다. 

정지연 예술가들의 물은 엄상지 않네요 

임흥슨 깅악인 것 같아요. 작업의 결과률을 내야 하는 싱항이 오연 내재되어 

있던 무의식이 꿈에 반영돼 문줄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념〉저럼 져|주 4.3을 알기 위해서는 쭉은 사람의 얘기틀 들어와야한다고 

생각였어요. 룰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니터나지 않는 

싱황에서 쭉음을 지켜온 룬들의 심정을 엄께 느끼며 생각하고 싱었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픔을 안즐기 전에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 

고동스런 기억을 가진 룬들과 인터뷰틀 하는게 엄지 않은 일입니다. 조기에는 

되도록 감정이입을 배제하연서 인터뷰를 해왔었는데요. 좀 록집한 이야기가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인터뷰를 진행하연서 김정이입을 허|도 되겠다는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짐여자3앞으로 맑은 영화틀 픽으실 계픽이 있으신가요? 

임흥순 언제나 생각은해요. 맑은 부문을 그려보고 싶은생각은 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먹는다고 알 수 있는 것 같지는않아요‘ 저의 싱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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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나는 사람들에 띠러서 영g을 밑으니까요. 자et온 휠정이 주는 부문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소외되고어둡고무거운 이야기가 많아진 것 

겉습니다‘ 사실 어둠측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쭉음이 주는 

매력도 있거든요. 삶을 다시 보게 하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싶은부룬도 있어요. 

이전에 언급었던 영효i들도 연실의 삶을 다시 보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연 

앵록하게 살 수 있을지틀 던져주는 질문 같은영화리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공김이 되는 부룬들도안되는 부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예술이나영확의 역맡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상형에 

띠러 딜a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묵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리는 질문을 영효toll 담아내는잉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구체적인 이미지와 매개하지 않고서는인들어질 수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힘이 과거의 특정한 앙양으로 

힐하도록영화를 만들어야 연다고생각잉니다. 또연 기억한다는 것은 지욕성을 

임시해줍니다. 띠랴서 시간적인 즉연에서 영화와 역사의 관계는 과거와 미래 

어느 한쪽으로 지우지는 것이 아니랴는생각이 듬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재구성 잉식이 있다는생각도 를고요. 개인적으로오늘 임흥슨 감독님의 직업을 

비롯하여 한국영화 측에서 역사를재연한 픽션영화와 같은 직픔들이 어떻게 

역사의 특정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를틀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증문했더러연 다른 이야기를 더 듣고 싱은 아쉬움도있는데요.오늘은 여기서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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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내것이아닌것 

• 
욕망2f g동이 시작되는 지점, ‘몸’으로 부터 

출명하논 감각을 동혜서 인들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연q g연혀는 용이여닌 

감끽하논 몽으로서, 스스로의 내연얘서부터 

일동인 강각이 다른 대상이나사울에 겐이될 

수 있블지. 내부예서 시획된 자극이 어떻게 

외무호 학g흘 것인지에<II연궁금용융 혈찌 

이야기째보고자한다 

물리획인 배치를 통인 공긴과 몸에 대한 

혹업의 연장선예서, 용의 강각애 의에 

지각되고 연응혀는 연싱21그 현상을이 

안을어애는 경계에 대안 탐구로 픽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원크용과 힐후 직업의 

앙명이다. 

Mone, N。t mine 

Mu.p 

We osk what 1s made thr.。ugh the 

sense 。fdesire and acti。,、 。、at

starts from the ‘body’. Asa b뼈y 

that senses rather than expresses, 

we w。uld like t。 talk ab。utthe

cu꺼。sities 。f h。wsensati。ns that 

a re trig용red fr,。m the inside 。f

。ne’s b。dy can be transferred to 

an。ther 。bject 。r target and h。w the 

stimulus fo。m the inside is extended 

to the 。utside

ft os the aim 。f thisw。ti<강‘op 

and 。f。urfuturew。rkt。 extend 

the invest멍ati。n 。fphenomeno 

perceived by and reacting with 

the senses。f the body and the 

bα」ndaries created 이these 

phen。mena, in the exte1、sior、 。f the 

space and b。dyw。rking th"。ugh

ph'fSlc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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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것과내것이아닌것 

Mine, Not m ine 
CJ 
경ξ 

조영준 이렇게 많이 신청해주셔서 김사드립니다. 일딘은 저회를소개하고 

저억의 직업들을 간딘하게 밀음드러고 나서 원크융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무용을 전공었고요 손민선 씨는 건축을 전공었어요. 저의는 걷이 공연을 

민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가 직업한 세 가지 정도의 직픔을 간략하게 

소개해드힐게요‘ 

‘틀이엉 ~l.~ 

‘들이 된 슨간》은 특서울시립미술E뻐|서 선보인 직픔이에요 어떤 

주싱화펀 관계를 마잔가지로추상효}된 직업으로 표연했어요‘ 그래서 바닥의 

점들과 그 위의 스티로폼을 얻용해서 건축적인 구조와 몸이 합져지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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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찍했고요. 이 작업의 모티브를 설명혜드릴게요. 지하컬에 탈 때 모습을 

떠을리연 풍을 것 겉아요‘ 일행과 같이 지하열을 탔을 때 빈 좌석이 연속으로 

있을 때도 있지만 중간 중간 사람이 앉아 있으연 각각의 빈 좌석에 띨어져 앉아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리를 띨어져 앉더러도 어떤 연결선 같은 게 있다는생각이 

들었어요‘ 션들이 중ζ써| 앉은 사람들을 융고서 연컬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곧 

관계같이도 보이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추상화시킨 작업이었고요 지욕적으로 

셰트의 구조들이 바뀌는 직업이었어요 

손민선 그래서 이쪽과 저쪽의 관계et든지 무용수와 관객들의 관껴let든지, 

그런 다g한 관계들이 좌표의 점으로 주싱화돼서 나타나거나혹은공간적으로 

관계성이 계측 바뀌기도 했어요. 

조혈준 지금저럼 앙아있을 때도 션틀을 그어룰 수 있는데요‘ 거리에 따른 관계도 

있을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이| 띠랴서 관계가 달랴지고 그에 띠른 

느낌도딩랴질 거리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은 저회가 어떤 잡지에 소개펀 적이 있는데요- 잡지에 실힐 

사진을 위해서 포토그래떠 룬이 저회를 픽어주셨어요 짤영 딩시 그 문깨서 

저는 무용을 하고 손민선 씨는 건축을 하니까그것을 연싱시일 수 있는 자세틀 

취해달리고 하시더리고요 .흰 룬은흠주는 모습을 연줄해주시고요 다른 한 룬은 

앉아서 설계를 하는느낌으로, 그래서 영업하는모습을 연줄해주셰요.”리고요. 

그래서 ‘저의는 직업을 구문하고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문이 의미가 

없어요’리고 밀을드렸지안 결국은그문이 요청한 대로 포즈틀 취해드혔죠 

이형듯 건축가와 무용가가 영업을 한다고 하연 많은룬들이 .무용은 어떤 컬 하고 

건축은어떤 결 하나요?”리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건축가가 어떤 형태나 무대 

셰트 곁은 컬 안들연 그안에서 무용가가 인무틀 힌다.’랴고예상하시죠. 하지만 

저희 직업은 ‘누가 얻 한다.’고 확실히 구문을 지어 말하기가 어염거든요‘ 저음에는 

저희도 비슷한 개념으로 줄말했지믿,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제가 공간에 관여하는 

경우도많아지고또슨민선 씨가 안무에 관여하는 정우도많아찌 자연스럽게 

섞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가 특정한 역알 룬담이 있다고 말을드러기가 

애매하죠 

또 다른 작업인 ‘。ver the WalhOI리는 직업을 소개혜드릴계요 저흐|는 

주로 바닥에서 힌트를 얻어서 작업을 많01 했는데요. 이 작픔은 국립연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했던 작업이에요 저희가제직흰포스터는스로어(시나리오)저렴 

하나의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연도와각각의 공ζ써| 대연 메모로 

표연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 로비에서 일어난다’εi는 식의 예고 같은 거죠 

보통 'Over the Wall’01리고 하연 ‘벽을 넘어서’랴는 의미로 생각맡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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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억 직업 타이틀에서 ‘。ver’랴는 전지사는 엄정나게 많은 의미틀을 담고 

있어요. ‘넘어서’ 뿐만 아니리‘우|에서’, ‘통과해서’. ‘뒤에’ 등 위지와 앵위에 

관흰여러 가지 의미가있죠그래서 이 작업은‘물리적인 억’ 부터 ‘물리적인 

억저럼 느1껴지는 억’.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억들’이| 이르기까지 관념적인 

것을 아우르는 경계점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후에 떠포얻스를 진앵했는데요. 

퍼포먼스의 시헌스들은 서로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알 수 없을 만큼 거일고 문절펀 느잉입니다.그러흰 느낌이 어떤 경계 

같은 것을 나타내는 지점이랴고 생각었고요. 또시원스의 시직과 끝이 완전히 

다른데요 각각 다른 싱항이 얼어져 있는모습을 상상혔어요 어떠한 맥락에서 

계속 벗어나는 것을 생각의 흐름이 계측틀러가는 것들을 표연였습니다‘ 

손민션 저음에는퍼포머들이 셰트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엌을 돋아가는 사이 

제각각의 행동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러흰 행위들이 확장되연서 관객들에게까지 

전달되는그런 떠포먼스였어요. 

조영준 공간 자져|가 가진 온래의 물리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공간 

인에서 일어나는 어띤 일이나 행위에 의해 얼마든지 공간의 성격이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떠포언스 중 스티로폼 억 3개틀 썽아놓고 옷을 갈아입는부문을 예로 

들어를게요.그곳이 실제 탈의실은 아니지믿 옷을 길아입는 앵동을 힘으로써 그 

장소는 탈의실과 같은 장지로 작동연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의 장연들을 이어낸 

직픔이에요. 

‘오셔리~"연상’ 

424 내것의내것이이님것 



다음으로소개해드릴 직픔은‘모서리 정계 연상〉으로국립연대미슐관 

징동레지던스에 기조한 가징 죠|근의 작업입니다‘ 작픔소개 포스티에서 흑과 

액을 교대로 나눈 끼읽은잉서 밀음드렀던 경계에 대한 직업의 연장션이리고 

생각하시연 되어요 경계랴는 게 모서리와관련이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을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경계틀 짓는 매개의 의미로 ‘까"esh。Id’, 

즉 문지앙을 떠틀리게 되었죠 옛 어르신들이 .문지앙 잉지 마.”et는 얘기틀 

하시잖아요. 보동은 ‘경계에 있지 밀랴.’는느낌이 들고요. ‘넘어가든지 넘어가지 

밀든지 해타 그 경계에 있으연 어중간하다.’랴는 식으로 해석맡 수도 있죠 

직업은 레지던스의 긴 록도에서 진행됐어요.앙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일을시간부터 시직해서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혜진 시간까지 

퍼포먼스틀 진행했고요. 말하자연 자연적인 연상에 어띤 울리적인 틀을 배치해 

둔 것이었죠‘하루하루 또 계절에 따러 일를 시간이 딜러져서 떠포언스 시간도 

매일 바뀌었어요. 해 지는 시간에 맞추다보니 하루에 연 번 밖에 일 수없는 

퍼포먼스였고요 조명 없이 자연굉믿을 이용했고약 40룬가량 진행되었어요 

밍을 때부터 왼전히 낌깜혜질 때까지 시킥을 노줄시컸기 때문에 동공이 아주 

전전히 획장되어 갔고요 어느 슨간‘어, 언제 이형게 어두원졌지?’랴는 생각도 

를 거예요. 흔히 해가 뜨고 지는관계를 담순하게 일롤과 일줄로 표연하지만 

사실상 ‘해가 지는 시간’ 자져|는 한시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죠 그형기 때문에 

경계랴는 것이 문지빙저럼 I:!슨히 ‘선’이 아니랴 굉징히 긴 등이 존재힌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작업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목도안에서 해가 지는 걸 힘께 보연서 

경계를통째로느여보는 거죠 해가짐에 따리 사람들과 주연 풍경, 선명하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뭉웅그려지는 느낌을 믿게 돼요 

퍼포머들은 바닥에 있는 숫자이| 띠랴 킥자의 자리를부여받고 그곳에 

서서 해지는 를정을 관람을 하는데요 여러 모습으로 서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흔자 안무틀 해요. 그러연 사림들이 이곳저곳 자리틀 융기고 울직이연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정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시각의 선들도여러 링래로 교자하게 되는데요‘ 왼전히 어두워지고 나연 

거의 경계가 없어지는 순l!OI 와요.그래서 깜g허|지고 나연 굉장히 앙은 LED 
조명을 켜서 연 번에 동공을 자극하고요‘ 흐려졌던 경계가 연 번에 노줄되었다가 

다시 의미해지길 반록하는 직업이~소리는 진동을 이용안,하나의 음안을 한 

시간 내내 틀어놓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연 승a써| 사운드를끊어 자연스염게 

바깥소리가 들힐 수있게 했죠 

저희는 건축과 무용의 유기적인 영업에서 작업을 시작해 지금은 조금 

더 연싱적인 부문이나 ‘지욕적으로 확장하는 경계의 무한성’이|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 즉 ‘내 몸의 경계’에 

대해서도관심이 있는데요. 보통 내 몸이랴고 하연 스스로가 룰 수 있는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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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이리고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끼지가 몸인지 단순하게 규정하지 않고 

경계틀 좀 더 획장맡수도 있다는 거여|요. 예를들어 우리가 리모컨이나 앤드폰을 

손에 쥐고 사용알 때나 옷을 입었을 때그것을 몸이 확징펀 부문이리고생각일 

수 있잖아요 생킥이나 마음도 마진가지로몸으로여킬 수 있죠 즉 저회는몸을 

정획하게 안정 지을 수 었다고 생각해요. 경계는눈에 보이는 것인이 다가 아니리 

그 이싱으로 무안하게 팍장휠 수도 있다는뜻이죠 이러한 전제를둔 채 작업을 

구상하고있어요. 

손민션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리는 원크용의 주제도 저희 직업의 

연징션에서 정해왔어요‘ 

조영준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것이 아닌가.’ 보통은 그형게 

구룬 짓잖아요. 그런데 작업을 하연 알수록,구문을 지으려 하연 알수록 그런 

경계가 무한한 미공으로 삐지는 부문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모서리 경계 연상〉에서 떠포머들의 울직임은 로봇저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큰 의미 없이 되률이하는, 사소안동작들 같은 거요 식물에도 비유알 

수 있을까요? 굉징히 느리게 반록되는 곡선도 있고요‘ 날이 어두원지게 되연 

이런 옴직임이 어떤 잉양으로 가는지 엣링리기 시작하거든요. 아까밀씀였던 것 

저럼요.하지안 형우|가 반록되어도 왼억하게 중접되지는않아요.그런 부문을 

표언하고싶었어요 

이번에 소개알‘Alter 1>는 다음주에 오픈하는 전시에요. 보통 우리는 

‘Al(인공지능)’틀조금 두려운 상대로생각허잖아요‘ 특히 죄근에 알마고가 

나오연서사람들이Al이|대흰위업을많01 느끼기시직었어요. 그렇다연,Al가 

링싱 위엽적인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혜를밀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일파고는어떻게 보연 그냥 ‘바둑을 두는 기계’거든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잃아서 사람을 우|염힌다고 생각알 수도있지만 보통Al는 사람과 똑같이 만들 

이유도 없고 다얀 어떤 한 부문이 특효|펀 경우가 대부문이εi는 거죠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바둑에 관한 모든데이티틀 맡아서 시람이링 경쟁하니 이기는게 

""연한 거죠 ‘과액기슐이 발딩해서 사람을 위염맡 것인가?’랴는 질문이 있다고 

가정알게요 이에 대한 답은‘자동자와 시람의 딜러기 대결과 같다.’고 알 수 

있어요. ""연히 사람이 자동차Oii게 질 수밖에 없겠죠 ‘일파고링 바둑을 해서 

졌다. 인류가Al에 위업을 믿는다/랴는 생각은 다른 시선에 대연 여지틀 주지 

않는것같아요. 

보통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죠‘ 때문에 ‘셔|상에 모든 것들은 

사람을 황해 있다. 흔은 나를 양해 존재힌다.’고 생각알 수 있어요 그생각을 이제 

조금안 바쭈냄자는 거죠 ‘저런 기슐직 대상들이 사람과어떻게 만닐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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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다 똑같은객제가아닐까?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엇어나 보자.'et는 

얘기입니다. 

손민션 일자적으로는 핀절 부위 등을 기빈으로 몸의 형태를댐어요‘ 그런 뒤에 

올직임을 좌표 강을 연환해서 읽고 그것을 데이터로 기록을 알 수 있어요 그 후 

좌표 ~·틀을 연결해 사람 형태로 놓고여러 가지 다른 연결로 설정알 수도있어요 

조형준 그러연 옴직이기 전에 제 소개를혜를끼요? 제 이름은조형준이고요‘ 

경남징원에서 태어났어요. 대액교오연서 서울로웠고요.원래는한국무용을 

전공했습니다. 휠동은 연대무용으로했고요. 그렇게 양동을 하다보니 지금은 뭘 

하는 시림인지 정팍힌 모르겠네요. ‘뭐 이것저것 알 수 있는 것은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공연도 만들고 전시도 인들고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있습니다. 

손민선 저는 손민션이고요. 낮에는 회사이| 줄근해서 설계틀 하고 되근 후에 힘께 

직업을 해요‘ 공연알 때는 회사에 휴가와 윌자를 내고 있어요. 

조형준 뭔가하고 싱은 게 있어서 오신 문도 계시고, 뭔가를 기대하고 오신 문도 

있으신 듯해요‘ 아니연 그냥 일 일이 없어서 오신 문들도 있는 것 같네요.어떻게 

오셨든 l.k끼| 일단 몸에 대연 궁금증을 화두로 가지고 잠가하셨으리랴 생각해요. 

몸에 대해서 제가 뭘 해드릴 수있는지 생각해왔는데, 사실 댁히 헤드힐 

수 있는 건 없어요. 저|가 흠을 조금 추긴 하지믿, 여러문에게 즙을 가르져 준다고 

해서 여러문이 몸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몸에 대한 인식이 달et질 

것이리고 확신하진 않아요. 그래도여러운과 간딘하게 시도혜 룰 수 있는 물직임 

흑은 퍼포얻스틀 준비했으니 의미 있는시간이 될 거에요. 

20세기 들어서 얼학계에서도몸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들끊기 

시작었는데요. 머리에서 몸으로 다시 돌아와야한다는, 몸의 중요성을 강조흰 

딩른이 많아지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힌다.’는밀도 있을 정도로 

몸의중요성은크니까요 

저 역시 몸에 대한 관심이 않았어요. 흠을 주는 것도 좋아했고 몸을 

이용해서 뭔가 안드는 것도 중아혔어요. ‘몸을 사용한다.’틀 Et슨히 ‘울직임’으로 

생각알 수도 있겠지민 아까얘기혔듯이 몸의 정계가 어디끼지냐에 따랴 가만히 

있어도몸을 사용한다고 맡수 있어요‘ 이형게 하연 ‘있다’와 ‘었다’틀 구문 짓는 

이야기로도 킬수 있어요‘ 비어있는 것들도 마진가지고요. ‘비어있는 것은 가안히 

있는 게 아니다.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모읍도 어떻게 보연 행동의 연속이잖아요‘ 정지한 상태도행동이고요‘ 

한슨간도 g동의 순간이 아닌 때는 어디에도없을 거예요. 밀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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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잔가지일 테고요 띠러서 앵동은 몸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왕동1 상각형 형성(연하지 않는 두 영) 

조영준 우선 지금모여 있는구조틀 해져|시키연 어일까요. 여러룬이 킥자 

임묵적으로 두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런 후 두 사람과 본인을 포힘해 심각형의 

형태틀 만들어를게요‘ 즉 그두 명의 .|지와 내가 올직인 후의 뀌지틀 연컬하연 

심각형의 모앙이 되는 거죠. 일단 그 두 영을 지목하고 심각영이 될 수 있는 

위치로가를까요? 

활동2 삼각형 형성(연하는 투 명) 

조영준 이번에는 옴직이는 두 사람을 무작위로 지정혜를게요‘ 두 명의 위지가 

계속 바꾸|니까 ‘연하는 두 영’이리고 생각하고 울직여를게요 

활동3 눈 강은 상태로 걷고 뛰기 

조영준 이번에는두 룬펙 획지어를까요? 이것도 아주 간딘안 건데요. 상대앙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연 돼요 흰 쪽에 한 영이 서고 다른 쪽에 님은 룬이 선 

다음에,한문이 눈을 강고 싱대를 양해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믿고 뛰어보셰요그러고 뛰어오시는문을 받아주는 역얻도 중요앙니다. 알Of줄 

때는 오시는 분의 측도틀 생각해서 맡아주세요‘ 뛰어가는 사림도 싱대앙의 

몸이 느껴지연 바로속도를중이는 거예요 상대멍이 질 잡Of줄 거리는 생각을 

하시고요. 

활동4 꼬였다기울기 

조영준 이번에는 팀을 인들어를 거예요. 손을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이 손을 

이번 휠동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생각하세요‘ 손을 잡은 채 어디든지 

가고 싱은 콧을 마음대로 가셔도돼요. 잡은 손믿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생각하연 

돼요. 전전히 하세요 꼬인 중은 푸시연 돼요.그러연 공ζIOI 생기죠 그공간으로 

나가연 돼요 하시다 보연 결국에는 다 물리거든요.꼬였다가 푸는 놀이리고 

생각하시연돼요. 

그러연 모두 물어서 한 번 혜를까요? 사림01 많으니까 다지지 않게 

전전히 해보셰요. ‘내 몸이 어디끼지인가?’리고 었을 때 ‘여기가 내 몸이고 

여기가 내 몸이 아니구나.’가 아니리‘몸이 하나로 엮여 있어서 이것도 내 몸이고 

저것도 내 몸이다.’리고생각해보셰요‘ 어떻게 하연 내 몸을 더 사용허|룰 수 

있을까?지금은어떤 싱태인가? 이런 것틀을 전전히 자문하게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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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동5 시선 

조형준 이제오늘의 마지막 횡동을 위해서 몇 가지를연습해보고 실행에 

픔킬계요 일담은 번호표틀 하나씌 드링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률이고 싱은 아무 

자리에, 자신의 자러리고 생각하는곳에 하나씩 률이연 돼요. 

자리에 서셨죠?이번 휠동은‘시션’에 대한 것이에요 주연에 사람들이 

있죠? 서로 시선을 나누는 거예요‘ 미주 보는 것도 괜찮고요. 를깃 보는 것도 

중고 아니연 주우| 룬틀을 둘러 보셔도돼요‘고개틀들고 용시하셔도 괜잖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의 선들이 있잖아요‘ 그컬 느여보셨으연 중겠어요. 시선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제엄해 보셰요. 

휠동6 측정 

조형준 다시 번호가 있던 자리로 돋아갈게요. 이제까지 혔던 월동을 흰 번 질 

기억해보세요.지금은 저흐|가 시션으로 거리틀 즉정알 수 있어요 정획하게 몇 

센티미터 담위까지 알 수는없지만 어떤 사를이나 사람을 를 때어느 것이 더 

가깝고또 어느 것이 멀리 있는지는 일 수있잖아요.그런 거리에 대한즉정이리고 

생각하연 돼요. 근데 즉정을 시선이 아니랴 몸으로 맡 거여|요.를히 우리가 아는 

질이의 딘우|들중에 신져| 부위에서 기원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액릭으로몸을 

어떤 딘위로서 즉정을 한다고 생각하연 팀니다‘ 끼원 맞추기리고 생각하시연 

되고요‘ 

이번에는세 룬엑 모여서 즉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담 아무렇게나 서연 

돼요 그 자리에서부터 각자 어떤 딘우|에 대한 즉정을 합니다. 거리 사이의 공긴을 

메우는 영태로 하시연 돼요‘ 짓 지점은 삼각형 영태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줄말해 니중에 세 문이 엮이시연 팀니다‘ 

휠동7 쌓기 

조형준 이번에는 탑을 썽을 거예요. ‘몸을 썽는다.’리고 생각하연 되고요 세 사림 

중 한 영이 자유톨게 자세틀 만들어주연 그 위에 내 몸의 일부틀 썽는다는생각을 

하세요‘ 몸을 보고 ‘어떻게 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셰요‘ 벌이 닿아도 

돼요 셋이 힘께 전전히 돋다가 아무나 흰 명이 먼저 자셰틀 휘하연 시작입니다. 

이 동작의 목적은 몸이 줄어있을 때 힘께 숨을뀌는 것인데요‘ 숨을 한 번 쉬어 

보시겠어요? 아마 술이 느껴지실 거예요. 셰 명이 숨을 동시에 얼어서 쉬고 그 

다음 뭉진 자세틀 무너뜨리연 돼요 

이번에는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일 때 아무 목소리나 연 번 내 

보시겠어요? "Of'’하셔도 중Of요. 술과 진동을 엄께 느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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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8 수렴과발산 

조영준 이져| 다음 얻동으로 넘어가 를게요‘ 수염되고 발산하는 것에 대한 

퍼포먼스틀 혜 를 건데요 계속해서 수염되는 싱태와 발산되는 상태, 이 두 

가지틀 혜 를 거고요‘ 수염이리는 것은 인쪽으로필없이 모이는 싱태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중심점을 양해서 회오리지는 모습으로필없이 들어w각고 

생각하시연 돼요.그런 다음 똑같은 앙법으로 수염된 싱태를풀어 를게요. 풀어서 

자기 자리로 돋아가는 거죠. 조금 더 냉은 공건을 축으로 여러 명이 해를 거여|요. 

다 같이 눈지를 보셔야돼요.어디른가 기운이 모인다 싶으연 바로 가시연 돼요‘ 

사림과 사람 사이에 끼일 수도 있어요. 그러연 끼이는 거죠‘ 사람이 끼인 채로 

계속해서 한 사람을 기준으로 수럼영니다‘ 그형게 중심으로 수렴하다가 반대로 

다시 빌신알게요. 미리 상의를 해서 같이 옴직이는 것이 아니러 누군가 흰 명이 

나가는 게 느껴지연 동시에 나가는 컬로 알게요 일산은 자기 자리로 돋아간다고 

생각하연될것같아요. 

왕동9 시선, 측정, 쌓기, 수염과 발산 

조영준 이형게 종 네 가지 시헌스틀을 해 보있는데요. 저음에는‘시선’을 보는 

것을 했죠 컬어 다니연서 시선을 보는 거요. 두 번째는‘즉정’이었어요. 셰 번째가 

‘쌓고 소리내기’였고요‘ 마지믹으로 ‘수염하고 발산하기’를 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네 가지틀 엮어서 혜를게요. 지금까지 였던 것들을 쭉 이어서 떠포언스저럼 혜를 

거예요. 수업 듣는다고생각하지 밀고 진찌 공연흰다고생각해보셰요‘ 공연맡 

때 서로 상의하연서 공연하지 않잖아요‘ 실시간으로 그 흐를이 드러나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가지의 시헌스를따로 밀하지 않고연결알 거예요‘ 첫 번째가 

시선이었3ε누군가 걷기 시직하연 그냥 링이 시직하시연 돼요. 누군가 즉정하기 

시직하연 따랴서 즉정하시연 되고요 전염펀다고생각하세요 그런 스코어들이 

계속해서 생이연서 머지는 거예요‘ 저음에 누군가시작을 하연 얼른눈지틀 채고 

그시헌스틀전염시키시연돼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공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때 느낌과 무대 위에 서 있을 때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 

점을 힐생각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공연을 하연 어떤 즐발 상황이 생기더러도 

공연을 이어가야하잖아요‘ 그런 상용이리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어긴다는 

생각을 하세요. 밀하지 않고 하시연 딩니다. 

지금부터 혜를게요.아끼 했던 것들을 그대로 안다고 생각하연 돼요‘ 

특얼히 질하거나 못하거나, 맞거나 틀리거나하는 건 없어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질하고 못하고도없으니까 아까 었던 것을 집중해서 하세요‘ 

그리고 몸을 사용알 때 ‘이것도 내 몸이다.’리고생각하고 한 번 해보셰요.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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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여기에 빠져드셰요. 내 몸의 정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고요‘ 

마무리 

조혈준 마지막으로 안 가지믿 더 맡게요. 온인을 대신맡수 있는 것, 혹은나와 

비슷한 것이리고 느껴지는 걸 자기 자리에 두고 옴직여를게요. 자기 자신이여도 

중고 나에게 지금 있는 사울 소지픔, 옷, 그 어띤 것도 중습니다. 대신알 게 었으연 

서있으셔도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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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FRI 
14:00 - 11:00 
항의빼슬톨 201효‘ 

신청루, 씬우흩, 이얻혹 
픽일: 뭘틀과 게밑의 화훌 -
자기효핵화률 위한 안내서 



믹영 톨를펴 1임의 확B. -

지기조직화를 위얻 언내서 

선정우, 선우흩, 이연올 

웹툰‘데미지 오버 타임〉과, 끼르띠에 재담의 

커미션으로 제작안‘가징 명연적인 것이 

가장 정지적이다〉틀 통해 게임과 윌툰 세대가 

인식하는 연재틀 밀흰다. 

정지적 을바름에 대흰 깅벅, 흔은 자기겁얼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직픔틀을 보게 

인들까?그게 아니러연 죄소한 더 안전흰 

직픔을 보장해줄까?그렁다연 우리의 

‘재미’는 이제 어디서 잦이야 풍을까?우리는 

윤리적 규범과 미획적 성취가 앙립알 수 없는 

가지가아님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물구하고 

때로‘을바를’안을 의도하는 작픔들이 뭔가를 

놓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그렇다연 

어떤 직픔이 재미있고 심지어 더 ‘나은’ 

직픔일까? 룰른 이러흰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온 깅연자 역시 마영안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안 온 원크융에서는 

몇 몇 이른들을 경유해, 동시대 흰국의 

비만적 예술의 계보틀 잇는 작음들을 짚어를 

여|정이다. 

Pixel c。。,dinates。f the 
Webt。。n and Game-
a guide t。 self-。,ganizati。n

Se。nk。ng-u, Sunwoo Hoon, 
Lee Ye。n-suk
We talk ab。ut h。wtheWebt•。。n

and game generati。n perceive the 
present thr.。ugh the Webt•。。ns

‘Damage 。vertime> and ‘tThe H。st
Flat Is the H。st Political> which 
were c。mmissi。ned by the Cartier 

Foundati。n‘

Will the c。mpulsi。n, 。rself-

censorship 。fp。litical c。rrectness

make us see betterw。rks? If n。L
w。uld it at least guarantee safer 
w。rks? s。where d。we find 。ur
‘fun’ n。w?We know that ethical 
n。rms and aesthetic achiever끼ents 

are n。t incompatiblε Neveπheless, 

I 。ften think thatw。rks that 。nly

imp。se "c。rrectness• are missing 
s。mething‘ s。,which w。rks are fun 

and even ‘bette「? 。f course, these 
questi。ns d。n。t have answers, and 
the present speaker d。es n。thave 
the right answer either. H。wever, this 
w。rksh。pwill g。throu응h several 
the。ries and examine w。rks that 

link the genealc영Y 。fc。nter끼p。ra「Y 
K。rean critic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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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웹툰과게임의 좌표 
자기조직화를 위한 안내서 

Pixel : co。rdinates of the We bt。。n and Game
a guide to self- organization 
선정우, 선우훈, 이연숙 

선우흔 웹툰 써|미지 오버 타임〉은일반적인 만화와 다릅니다 사람이 엄정 

조그마잉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도트그래픽저럼 계속 민화가 진행딩니다. 

요악하연 한국에 좀비들이 많이 발생해서 군부대에 갇힌 사림들이 살아님는 

내용이에요.그런 작픔을 1년 동안 연재였습니다‘ 

오늘 져|가 ‘데미지 오버 타임’을 둘러씬키원드틀 흩있습니다. 웹툰, 거|임, 

픽영, 군대, 좀비. 연대사로 여섯 가지 키원드에요‘ 사실 오늘은 따로띠로 두 가지 

키워드의 교집힐. 흑 윌툰과 게임의 공동점, 게임과 픽영의 공통점, 픽옐과 군대의 

공동점들을 얘기알거여|요. 

웹툰과게임 

웹툰과 게임은 익숙하시죠? 99년도부터 웹툰이 시작됐고, 스타크래프트 

e스포즈 리그도 99년에 시작된 컬로 알아요. 본격회된 건 2004, 5년에서 
20。Z 8년이 팀니다‘ 저|가 대억교 입학맡 때였고 그때 느셨던 것들이 저틀 

구성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게임이 되게 힐 민들었다 시징 전지|가 성~혔다 이런 걸 

떠나서 저와 같이 보}왔던 사람들이 지금 협은세대잖아요‘ 이런 걸 즐겼던 

사림들이 생각하는 잉식을 게임, 윌툰들이 바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변호IOll 

대해서 밀을드릴 생각01에요‘ 

져|가 03년부터 웹툰을 많이 왔습니다. 집집마다 인터넷 PC가 한 대엑 

있고 조고속 인터넷이 깔리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작픔이 많지 않있어요 시간을 

조금안 들이연 다 룰수 있었죠‘ 온랴인 게임도 막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정소년들에게는 마지 공공재저럼 느여졌을 거리고 생각합니다‘ 많은부모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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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왕동을 버리는 시간으로생각하었잖아요 취미양동에는 용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웹툰을 보거나,스타크래프트틀 룰압 

다운로드해서 휘미생월로 심있어요 무료였기 때문에 시징과 e스포즈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틀니다. 거의 무료에 가끼운 인프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즐겼다는 점에서 특이했다고 기억해요 

윌툰도 그렁고게임도그렇고 양유하는 징작자들,소비자들,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물어온 시장입니다‘ 

영맛은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영맛코드랴는 게 지금은조금 다른 의미리 

생각해요‘ 포멀하지 않잖아요‘ 기존 줄만만회와는 다르죠‘ 어설픈 게 폭발적인 

지지를믿았어요. 싸구려 장기하의 싸구려 흡기 같은 것들이 기존제도권이 

문화와는좀 달뤘습니다. 기성세대와 암절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들이 자부심을 갖고 짐여했던 문화에요 기존의 스포즈 문화가 있었지믿 

스타리그는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재미와는 얼개로 

어른들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문효let는 지점에서 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밀년 작가님이 띠|말년 시e.12'.>et는 직픔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서사가 있어야하는데, 기승전영이리고 하죠 기존의 문업을 인 따르고 누가 더 

이상하게 하나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연서 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문업을 누가 더 힐 탈피하느냐의 질서가 생겼고, 결국에는 

이말년 직가가 네이버에 연재틀 시작하연서 기존 질서에 포섭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웃긴 일이 있으연 ‘아 영맛이다‘’ 하잖아요. 영맛이리는 담어 자져|가 전이링 

다른걸표연하죠 

e스포즈나 윌툰 발흥기는기존 질서를 대체하려는 신세대 욕망의 

연장선에 있었어요 88년에 연재됐던 일온으| ‘아키리’et는 믿확가 있어요 일본 

소년만효i틀을 보연 종말을 다루는 안화가 왜 있어요. 서앙의 종말 서사와는 

조금 딜러요‘워킹데드틀 보연 가족질서가무너지고 무너져가는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근데 일본 서사틀 보연 리셋의 욕망이 느여집니다. 익백했던 

기성세대틀 없었던 걸로 치고 우리끼리 써로운세상을 만들자는 서사가 주 서사를 

이틀니다 저는웹툰과e스포즈 리뷰에서 그런 얼'YOI 나타났다고 생각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지났죠 다른 세대가 다시 적긴 엄들어요‘ 게임이나 

잉송서비스가 써톨게 등장해서 모습을 강줘가는 형식이 아니랴 이미 나온 걸 

소비하는 형식으로. 마트에서 이미 왼성펀 무언가틀 소비하는 형태로 소비 

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성징 기반에는 커뮤니티성이 있었고, 우리만 일고 

어른들은모르는 얘기틀 화제에 을리고공유하는 정서가 굉징히 깅했어요. 이게 

다음 세대에도 계측이어질진 모르겠지믿요 

윌툰을 보시연 베스트 뱃글이랴는게 있잖아요‘ 그게 곡 작픔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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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진 않아요 작가와 작픔이 아니러 다른 독자틀 싱정하고 얘기해요 기존의 

민회잭을 흩자 앙에서 보연서 재있다 생각하고, 재있었다고 얘기알 사람을 잦는 

게 아니랴 이 르릉을 같이 와왔던 사람을 상정하연서 얘기업니다‘ 멋글은 결국 

자신이나를랫폼을 유지하는사람들한테 닿으려고 쓰는 게 아니랴 다른독자틀 

위해서 발g하는 먼지죠 결국 이 문확에는 커뮤니티성이 중심에 자리하고, 

윌툰과 게임이 존재하기 이전과는다른또래 문화에요‘ 외부에서 보기엔 g상 

커뮤니티성이 중심에 자리힐니다. 

웹툰과 게임이 저음 발흥알 때 쾌감을 떠나 소비자끼리 어떤 게 

전설이었고, 어띤 게 부합하는지 얘기하는 늘이터저럼 되어가요. 이건 다시 

돋아오지 않을 시기의 일이랴고 생각앙니다. 

게임과픽옐 

게임과 픽옐로 넘어가연요 네이버 사전에서 잦있는데요. ‘주소확 될수 

있는 회연의 가장 작은 암위’. 디지덩 확연에 화표가 있잖아요. 해상도 확연 

16。。픽영 곱하기 90。픽옐이연 X, Y좌표가 있잖아요‘ 가로로 160。개, 세로로 

9。0개의 픽영이 놓여 있으니까좌표 안의 우|치가뚜렷하죠‘ 

게임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고 디지덩 카메et, 모니터, 휴대폰 

사이즈에서도 많이 다루는 얘기죠‘ 삼원색을 써서 한 조각의 픽영이 완성되는데, 

요써는 서브픽옐이랴고 해서 픽얼 하나에 세 가지 심원색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하나하나씩 점을 찍었는데 이제는픽영에 들어있는 세 가지 

심원색을 조정해서 부드럽게 하는기술도 나융니다. 

전 픽얻이 사람을 인지하는과정을 디지털로 저리하는 앙식이리고 

생각해요. 이 페르시아 카옛 디자인 도안이랑 겉아요 픽옐이 마지 컴퓨터가 나온 

후생긴 것 같지만 원시시대부터 전을 찌잖아요. 씨실과 날실을 직조해서 안드는 

게 전인데 그때부터 무늬틀 넣었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물이나 무늬를 가로, 

셰로, X,Y. 데카르트가X, Y좌g틀 믿들기 전부터 있었던 표연잉식입니다. 

지금은 소닉 3D, HD가 나왔다 앙고틀 하지만고허|상도의 소닉 캐릭터를 

기술적인 한계로 아주 기조적인 8비트게임에 어떻게 넣을까, 디xt이너들이 

고심해서 안든 게 픽옐 그래픽 게임의 소닉이죠 지금보연 픽얼에서 HD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HD에서 픽일로 갔던 겁니다.아주 잠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픽영 그래픽이 있었어요 아주 원시적인 매커니즘에 의해 짐낀 존재했던 

모니터에서 룰수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만효밭 그리는데 안확도 이거링 비슷하다고생각해요 스콧 

액클루드의 r만화의 이해찌| 이런 징연이 나융니다. 사람을 그러연 실사에 

가까울수록 구지|적이잖아요. 에세이 믿확, 히어로룰, 닫슨한 이야기,아주 

동그러미에 눈코입만 있어도 저흐|는 사림얼굴로 인식업니다 추상효많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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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흐|가 이입맡수 있는 부문이 커지죠‘ 사실 민화의 문업도 픽얻저럼 어떤 

자연물의 초|소언에 근거하는문업을 자용했다고생각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픽영로믿확를그려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옛닐에 게임 공릭집을 보연 굳이 해보지 않아도 스토리틀 

이해하더리고요 제가 이걸 스토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되게 재있어서 그렇게 

직업을했고요‘ 

픽영과군대 

이제는 픽영과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을드었던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저는이 시점이 굉장히 중았어요. 

콕 전르IOI 아니어도시률레이션 게임 아시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래픽이 굉장히 애직 가더리고요. 근데 픽영은엄정나게 작은 개지|들이잖아요‘ 

개제를 가장 질 룰수 있게 다루는 게임에서 보동 쿼터뷰틀 사용하는데. 

역실적이게도 개제가 가장 질 보이는 시점은개제의 인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질 통져|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져|공합니다.도시틀 만들고, 자기가 신이 

되는 쾌깅. 흥지|를 수 있는 쾌감을 션사일 때 보동 쿼터뷰틀 많이 써요‘ 

근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진 않겠지믿 요써 보연 사용자 입징에서 

이입하는문들이 있잖아요. 일베 같은 컬 보연 죄저임금이 오르연 나랴 

경제가 힘들어지지 않냐는 식으로얘기하는데 쿼터뷰와 굉징히 동일하게 

느여지더리고요. 

예틀 들어서 님성들은군 징영 개개인의 복지보다 군 전져|에 대한 안보 

위염을 굉장히 걱정하는 정우가 많습니다.그게 바로스타크래프트관점이랴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주의 관점‘ 전략게임은 마린 힌 마리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죠‘ 

승리해야하니까 일부는 희생해야하고, 일부는 전지|보다 울행해도 되고. 어떤 

도시를 운영하는 게임을 하다보연 이쪽구역 사람들은 조금 룰믿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틀 생산해야 전져|가힐 즐아가니까‘ 이런 걸 

억슬하게 되는뷰랴고 생각허|요. 스타크래프트를 하연서 알게 모르게 져|특히는 

느낌을많이믿았어요. 

사실 제가 픽옐 그래픽으로 게임 직업을 저음 흰 게 이 직픔인데요. 

‘승리의 기억〉이랴는 작픔이고요. 한진중공업 때 부당해고 시태가 있었죠. 김진숙 

노동위원장이링노조위원장께서 85호 크레인에 을리가 3。0일 동안1인 고공 

시위를 하십니다.저|가학교에서 저음 강연을 듣고 픽옐 그래픽을 하고는 싶은데 

파인아트링 어떻게 연결 지을까 고민을 혔어요. 저는노동운동에도관심이 

있었고, 동년배 액생들이 영로 관심이 없다는 것도 일었죠‘ 이컬 도대제 어떻게 

딩아낼까하고생각하던 지어| 게임의 문엄으로 담아내겠다는 생각을 였습니다‘ 

이 게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걸 알 밀요는 없어요 게임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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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크레인이 서있다는 컬 기념비로 이해해주길 바랬습니다 

다음 작픔은 핀억구정 그립이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작픔이 

스타크래프트 관점에서 보연 멍저럼 보이잖아요. 저흐|의 위지가 어딘지 알았으연 

중겠다는 마음‘ 어디 가서 희생하연 전지|가힐 쉴 수 있다는 전릭적인 맴이 아니랴. 

우리의 위지를 파악맡수 있는 어떤 그림. 그런 그림으로 기능하길 바랐고, 게임의 

문엄을 휘하연서 작업을 시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대의 관점에서 좀비틀 소재로 자용한 이유인데요 

김정은 얘기가 나5εn. 군대 얘기를 하연 g상 의문을 제기맡 수없는 이슈가 

나융니다 륙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연명도 사건이 나오고 전안엄 사건이 

나을 때, 인권문제나 군장영 문제나어떤 사소한문제들은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 

짐묵합니다. 으|문을 제기하는 건 이싱한 일이 되고요 근데 저는 만효IOll서 좀비 

발생으로 고립되고, 작은 국가틀 형성하는얘기를 다루는데요‘ 콕 좀비일 일요는 

없었어요. 그냥 재난 사태연 되는데‘ 좀비et는 게 사실 몇 조 전까진 옆에 같이 

있었던 동료였는데 적이 된 스토리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얘기틀 

다루는데요.조등액교 때 많이 배우죠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들으연서 자리고 

한 펀으로는 Et염알 수 없는 적으로 교육 알습니다. 그게 되거|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좀비는 서양이나영확에서 다뤄질 때는 스펙터클하게 나오지만 한국 

사회에선 득이하게 밑이들일 수 있겠구Lf. 역사적인 게 영어질 수없겠다. 

그래서 군부대에 갇언 이유틀 좀비로 심었습니다.우리εi는 규정. 우리였던 

사람이 우리가 아닌 적이 되는. 그게 양싱 륙한이랴는주적뜸인 아니랴. 굉주 

민주화운동에서 정부가어떤 사람을 적으로 규정했었는지도있고요 아주 여러 

사건에서 욕 우리가 업의하는 적믿 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사람이 적이었고,좀비가 그런 결 성징하킬 바랐습니다 

저는 군대리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사회 이슈리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여성은 군대에 대해 발언알 권리가 없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군대에 간다는 건 

일등시민권을받을수있는의무에요. 여성은애조에그런지위가없어요. 남성은 

2년 동안 록무하고 1등시민의 지위틀 공고히 영니다‘ 결과적으로 수혜자이연서 

여성들에게 피해틀 역설하는 앙식으로 1등 시민권을 과시합니다. 내가 

지켜주는동안 윌 했냐. 이런 뱃글이 많이 달리는데 미혜를얘기하연서 사실은 

특권이죠 군대에 지원하지 않아도 킬 수있다는 건 국가가 도용을 요청하는 

일등 시민인거예요 어띤 연예인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패씹죄가 적용되는 건 

일등시민권에 빈발한 패씹죄입니다‘ 엄률적인 것을 자앵하지 않았을 때보다 

극심한 비난이 쏟아찌요. 

그래서 군대와 좀비리는 키워드틀 놓고 왔을 때어디까지를우리리고 

얘기하q, 그걸 규정하는 주지|는 누구냐. 이런 얘기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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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안, 군부독재, 영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키워드로 마생되는 의미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종비와현대사 

이제 좀비와연대사인데요 좀비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사실 좀비가 

누군가를울려고 하는 극적인 장연 외에, 좀비가 살아있다고 가정하연 사림 같지 

않죠 어떤 걸 욕망하거나 관계를맺거나 압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몸을 꾸는 

존재가아니죠 

연대사를얘기하연 정년 문제틀 많이 얘기합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저의가4인 가구 꾸려서 아들띨 힐 낳아 아파트 사서 강이 오르연 

다시 밀고 자식슨주들 대억힐 보내는 삶을 물꾸진 않죠‘ 이게 연대사의 극암, 연재 

열어지는 일입니다. 4년져| 나와서 조용이 30。믿 원이 되연 ‘Of, 진찌 많다‘’리고 

얘기하고, ‘서울 생왕을가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17년 동안 

한 푼도안 스스고 모아야 아파트틀 살 수 있다.’리는 것도딩연히 서울에 집중펀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려연 ‘지앙에서 공징에 휘직하연 되지 않냐/ 이건 저하지 

않은시림들의얘기죠 

저는 그런 싫을 꿈웠던 개인들이 청소년기에 그었던 인간싱에 도달하지 

못 알 게 너무 명액하게 보입니다. 이컬 극암적으로말하연, 좀비저럼 사는 거겠죠 

요즘은 N포세대를 넘어서 올로(:!。|。)촉얘기가 나오는데 져|념이 느여져요. 

9。년대에 제시된 인간다운 싫에 굉장히 못 미집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선 왜 

노력을 하지 않았냐‘ 50대 님성 명른가가 나와서 사람끼리 정을 느끼연서 압 

먹어야지 왜 혼자 압을 먹냐. 왜 압을 사서 먹고. 집에서 압을 안 하고. 

근데 우리 싫을 둘러씬 외부 환경이 7-8。년대, 8-90년대와 달랴졌다는 

걸 모르는 얘기에요‘ 서울에서 대억 나와 자휘하연서 윌세 50안 원을 내는데. 

재래시g뼈|서 흥정하며 장도보고요리하고 냉징고에 넣고 설거지하고. 이게 

너무 벅자잖아요.그걸 해야 진찌인간답게 살 수 있다연 연실과는 조금동 

띨어진 C쩨겁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선 좀비저럼 신다고룰 수도 있지만 그닝 이게 

죄션이죠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지인, 일담 이컬 인정해야 어떻게 살지 얘기알 수 

있는것같아요. 

중은 타이밍이네요. 30룬 말g했고다음 서울 시립 미술관에 전시중인 

직픔 를게요‘ 사실 작픔에 대흰 얘기보다는 제가 어띤 것들을 느끼연서 믿화를 

그러게 됐는지 설명 드었어요. 이져|는 작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을드었던 ‘뎌|미지 오버 타임〉이에요.아까 말을드린 픽옐 

그래픽이고 옛닐 그림저럼 그었어요. 이게 청와대,여기는 왕궁, 여기는 춧룰시우| 

하는 곳인데. 가까이 울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랴고요 게임의 멍저렴 그러고 

싱었어요‘ 조선시대 고공 그림과 비슷합니다.세 직픔으로 이어지는데, 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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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전시장에 한 달마다 새로운 작픔이 컬혔어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공급하신 게 있으연 질문하셔도 딩니다‘ 이연숙 님이 준비하신 얘기하시연 그때 

겉이 질문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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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저는 강연 시직하기 전에 아까 전부터 궁금였던 게 있었는데요 

여기 신청해주신 문들이 킥자 어떤 이유로 이 원크융 흑은 이 전체 앵사를 

신청해주셨는지 다 공급하거든요‘ 흑시 돋아가연서 말을해주실 수 있나요? 

짐여자1 정년 문화 기픽이리는 사업에 잠여하는데 작픔 하연서 좀 더 다양흰 

예술분야를 경엄하고 싶어서 강의를 신정혔습니다. 

짐여자2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다양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밀슴이 듣고 

싱어서왔습니다 

짐여자3저는 일러스트레이터 1세대에요. 30년 동안 일러스트레이션을 했고 

4。대에 들어서서 개인 작업을 했읍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다시 작업일 

여러 기회틀 얻었습니다.문제는 저는 되게 얼g뺏는데. 일 수있었는데. 

믹상하려고 하는데. 져|가 이 때러다임을 이해 못해요 내가 니이가 

들었나. 왜 안 믿아들이려고 를까. 굉징히 많은 고민을 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것이 정리탔어요. 이게 나 개인의 노화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강의는 저흰테 가장 멀리 있는 거여서 신정었어요. 근데 

생각보다열로안멀더리고요. 

짐여자4저는 원래 디자인 공부틀 했어요. 다양한 공부가중아서 다시 이쪽으로 

와공부하고 직업하는데요 저도 마인아트 작가 운들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직업을 하시는지‘ 저도흔자 직업을 하는데‘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다른 룬들은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 그런 게 공급하고다양한 

작가님들 말을들을 수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짐여자5이런 프로그럼이 있으연 쫓아다니연서 듣는 면입니다. 저는 징직 직업을 

해요. 시간예슬을 하는 사람들과 퍼포먼스도 하고요 드러마 보조작가 

일도 하는데 요즘 징직 활동을 쉬었더니 막였어요 내가하는 일이 

새톨지도않고어떡하나 싱었는데‘ 강의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고, 비핀적 

예술을 다시 한 번 바타와야 알 때가 아닌가‘ 그런 게 제 인에 있었나외요. 

예술을 위한 예술, 비핀을 위연 비핀. 이런 것들을 소재화해서 다른 

것들에 스스로 의문점이 많있는데‘ 제목이 너무 미음에 들어서 잠여하게 

되었습니다. 

짐여자6저는 경기문화재딘에 근무하는 기픽자입니다. 픽옐이리고 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기조직효밭 강사문께서 어영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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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실지‘ 저|가 거기에 동의맡 수있을지 기대했습니다‘ 좀 더 

설명해주셨으연 좋겠어요.앞부문에선 안 했더리고요. 

선우흘 그형죠 자기조직화얘기틀 안했죠 

이연숙 자기조직화얘기 더 하셔야죠 대담을 하연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자기조직회 

선우흔 사실 자기조직효밭 어떻게 이해하느냐.조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직 규정된 정의가 아니에요. 사전에는 곰앙이 균제가 먹을 게 부촉알 때 담 

하나으| 생울저럼 울직이는 걸 설명흰 용어더리고요 근데 주로 쓰기로는 이래요‘ 

제도권에 속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Xf71가 어떤 

.|지에 속하는지 자발적으로 만담하고 스스로 흰 기관저럼 울직여요. 실전적인 

태도. 진찌 얻동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져|가 받아들이기른 좌표에요. 아까 밀음드린 것저럼 저는 좌표가 

줄발점이랴고 생각해요‘ X, y좌표틀 집듯이 내 줄발션이 어딘지‘ 내가 왜 이런 

직픔을 했는지. 울른 모든 직가들은 이렇게 하죠 이 직픔에 어떤 의미를 딩겠다‘ 

어디서 전시를 하연 어떤 의미가 되겠다‘ 하지만그냥 제 직픔과 관련 없는 사회 

흐를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자기조직화의 짓 걸음이리고생각해요 역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전에 연대사를알아야한다고 하던뎌|. 저는 극딘적으로 죄근 

3년의 시사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허|요. 

죠|근페미니즘 이슈가 굉장히 부싱하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많01 룰거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컬 이해하고 만딘하는 것.그걸 욕 직업으로 

니타내지 않아도요 자신의 기념비로 기억혜두는게 자기 우|지틀 잦아가는데 

도율이 펀다고생각했어요‘ 

떡 정답이 있는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게임의 조}표나 멈저럼 작업을 

하잖아요. 저 개인을 멀리서 조망하듯이 계속 옵니다. 전체 흐름을 

저 같은 20대 후반 30대 조반 직가가 몇 명인가. 어디서 줄알을 해서 몇 

년도 생이 서율에 얼마나 있는가‘ 몇 년도 생이 서울에 얼마큼 있고 몇전 명 있는 

디자인 획부생들이 졸업을 연 뒤 몇 명이나 디자인 작업을 알까‘ 몇 년이 지나연 

몇 명인 남고어떻게 작업을 얻는가. 어디서 신도시가 생겼는데 어디서 태어나서 

여성은 어떻게 경역딘질이 되는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는 것. 

저는 욕이 사회틀 비핀하기 위해서가 아니랴‘ 내가시벗울의 울앙율 

하나리고 가정했을 때. 어느잉양으로 흐를 것인지 알려연 그결 일아야 흰다고 

생각하거든요 룰른 많은 문들이 알게 모르게 하시는 일이겠죠 

저도 져| 직업 인에서 혔었죠 김상이나 제 의도를 설명하는 얼 떠나 

444 픽얻 엉를i 게임의 Jill- 지기죠직119왜언.내셔 



님의 직음인 것저럼 놓고얘기었을 때 그런 얘기를꺼내기 업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조직화의 발담이 되는 첫 끼워 맞추기는역시 좌표 잦기랴는생각을 었고요. 

엉금 보여드었던 전시직픔을 보시연 정록궁에서 한강끼지 가잖아요‘ 

공간적인 좌표란 말이에요. 서울 특부에서 남부인 한강까지 공간으로 흐르는데‘ 

사회적인 말릉선에 나오는이슈들은 시간 순으로 흐르거든요. 이게 사실은동시에 

있어야 되는 이슈랴고 생각허|요. 스크틀 웹툰을 보시연 밑으로 쭉쭉 내리잖아요. 

공간이동이연서 동시에 시l!OI동이란 말이에요. 

제가지금은 밀로 하지만 언어 외에도 직픔을 흥미톨게 보고 난 이연, 

무의식 속에 남는 좌표들이 게임의 미니멈이나 내비게이션저럼 직동하킬 

바랐어요 저는제 작업으로 자기조직확하기 적힐하다고생각혔죠 지금 비핀적인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조직확 자져|이연서 저의 앙엄른을 얘기하기 

적절하죠 

이연숙 자기조직화가 뭐냐는 질문에 바로이렇게 답변을 주니까 되게 중네요 

깅연까지 안 들어도 되고 지금 바로 딩연이 돼서요‘ 선우훈 작가의 작업이나 

어떤 태도 자제틀 우리가 정지적이고 비판적인 개입이리고 낙인찍기 굉징히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사회에 개입한다고 말하는 것도 무찍 엄고요 근데 그런 

비만이 과연 정당안가?거기서 한계가 없는가?말하자연 비핀적인 예솥이리고 

낙인찍어지는 것들이 정말로 사회에 개입을 맡수 있는가-? et는 식의 질문을 하고 

싱어요‘ 일담 저의 관심사는 미학인데오늘 이런 얘기틀 하지는 않을 거 갈아요. 

저는 오늘 랑시에르et는 껄액자가쓰는 비만적 예울의 개념을 전유해서 선우흔 

직가의 직픔 그러고동시대의 한국 미술을 를 겁니다. ‘과연 우리 시대 비만적 

예술은어떤 것이고그들의 영양은 어디까지이며, 어띤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답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이러이러연 이야기들이 있네요. 같이 보실래요?’랴는 

태도에 가까울 것 겉아요. 

정치적예슐의시대 

링시에르가 온인 잭인 f해앙펀 관객J어|서 ‘여|술은 를쾌하기 픽이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틀 반g적으로 만들 수있다고 가정 

펀다.”리는 정식을 제시하며 정치적 예슐이 다시 한 번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고 2000년대틀 정의합니다. 사실 링시에르 본인이 정치적 예술의 가능성 

자져|에 굉장히 비만적입니다‘ 컬른적으로 말하자연 랑시에르는 사회와 예술이 

일대일로 교한가능히다고 믿는 것 자치|가 미액의 가능성을 굉장히 닫아놓는다‘ 

그형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의 언어로서 밀을 해야 흰다는입장에 가깜다고 

러프(r。ugh)하게 정의일 수 있겠는데요 

Of:까 전어| ‘명연적이 가징 정치적인 것이다〉를 저회가얘기일 때 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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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안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정지적인 동시대의 관심사틀 제시하는 

직픔이기에 유용하다 흑은 그런 관접 자체가 계몽적이란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연실 김각이 열로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픔을 주전해주연서 요즘 

시대가 이렁다. 보고 정신 자리리고제시맡 수도 있겠~요즘그런 직픔들이 

예전에 비해 좀 많은데요 지금 내가 사는 연실을 증언자로서 스스로 말흰다. 

그형기에 나는 지금이 비핀을 수용안다하는 작픔들이 굉징히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어요. 

떼를 들연 특히 페미니즘 이슈가 2015년 메질 이후로 굉장히 대두되연서 

를랫폼들이 이거는 돈이 된다, 흑은우리가 이런 작픔을 제시힘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장구로서 기능을 연다는태도를 매우즐겨 휘합니다. 

레진 코믹스 같은 틀랫폼들이 되게 대표적이죠‘ 많은 여성 작가들을 기용하고 

그들로 허여금 말하게 힘으로써 우리는 비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태도를휘해요 

다시 돋아와 이 말을 번역하자연 ‘룰해하기 픽이 없는 것‘ 연실의 비잠힘을 

보여주고재연엄으로써 우리틀 반링적으로 만들수 있다. 즉 정지적 예울이 

우리가 사회에 잠여하여 바꾸는 일에 개입하도록 만들 수있다.’는 식의 이야기틀 

혜요. 룰른 랑시에르의 입장은그러연 안 펀다 에 가입습니다‘ 

갑자기 백빽한 개넘어들이 나와서 저도 딩항스러운데요‘ 링시에르는 

예술의 실효성 모엘이 18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됐다. Oii솥이 유용하다고 하는 

이야기가18세기 유럽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저흐|가 익숙한 게 

바로 비핀적 모댈, 교육억적 모댈, 윤리학적 모엘이에요‘ 아주 간딘하게 말하연 

이런 거3ε어띤 연실을 다룬 작픔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몸으로써 교육믿고 

계몽 믿아요 여기서 말하는메시지틀 우리가 일대일로우리의 사고체계 인에 

받아들이게 되죠그래서 션우흔 씨의 작픔을 보연 연대사린 이런 것이구나. 

군대란 이런 것이구Lf. 한국 상항이 지금이렇구나하고 받아들여 비만을 

꾀하고 계몽 믿죠 이게 랑시이|르가생각하기에는 비만적인 모댈인데요. 정밀로 

그런가요?우리가 비핀적이거나연실을 고발한 직픔틀을 룰 때 정밀로 계몽되고 

킥성해서 이져| 다신 이형게 살지 밀아야지 생각하나요?그걸 그린 사람도 안든 

사림도 인간이고 보는관객도 인ζ엔데‘ 사람이 인간을 벗어닝 관점에서 인간에 

대흰 비핀을 한다? 사회에 대한 비핀을 흰다? 우리가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사회나 인ζ써| 대흰 

비핀을 하는 자져|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인간인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법에없죠 

두 번째는우리가 너무 많은 컬 영아야 돼요. 어떤 비핀적인 작업을 룰 

때 너무 많은배경지식을 요해요. 이게 힐못된 결 알려연 내가 이미 힐못됐다는 

걸 알아야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힐못된 상핑을 마익하는 비만은어디서 

오죠? 비핀은 도대제 어디서 오죠?그형기 때문에 비핀적 모엘은 수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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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배정지식 흑은이미 비만적인 수용체계 자져|틀요하기 때문에 계측해서 

아이러니흰 상용을 낳을 수밖에 없죠 

또는 윤리학적 모댈이 있는데. 랑시에르가 얘기하기어|는 교육먹적 

모댈이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틀 배원 킥성하리고 압박을 준다. 그련 한계틀 

미하기 위해 윤리학적 모엘이 제시딩니다.여|를들연 이런 거예요‘ 여|전에 

을랴튼이 연극을 비핀하연서 시인들을 모두 추잉해야된다고 말했어요. 왜냐연 

시인은 자기가뭐리고 떠드는지도모르연서 히늘의 계시를믿은 거저럼 대담한 

밀들을 하는데 사실 형은이들에게 해가 윌 뜸 이랴는 거죠 연극예슬 자체가 

연실의 모앙일 훈인데 본인이 모잉을 힌다는 사실도모르연서 김정이나 의식을 

말하는게 연실 개입에 아무런 도율이 인 되고 그냥 해톨기안 하다. 김정을 

호도시킬 훈이다.추S폐IOt힌다. 같은 액럭에서 윤리액적 모엘은 우리가지금 

보는 건 가lll랴고 깨닫는도구로서안 쓰자는 거예요. 

여|틀 들연 브레이트가 있죠. ‘낯설게 하기’et는 기업에서 .너억는 지금 

몸을 꾸고 있어꿈에서 째, 연실을 개혁히러 가야지. 왜 도대져| 이걸 와’et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윤리액적 모댈의 대표적인 예시에요. 문제는 

연실의 모앙과원몬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연서 예술은 연실과는동영어진 

외부의 체계죠 예술의 언어는 띠로 있고 연실의 언어는 띠로 있다 그렇기에 

가장 큰문제는 예술이 결국에는 연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혁도 맡 수 

없어요‘ 비만적인 예술이 유용하다고 말맡 때 비핀적인 모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계속해서 외부의 져|계틀 싱정하죠 정지는 정밀연실적인 심이고예술은 

외부의 체계이리는 식으로요 그럼 직가는그냥 집에 있어야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액날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왔자 연실에 아무개입도 알 수 었으니까. 

예술가는 가찌틀 생신하는 직업으로 있어야 돼요 연실의 모잉픔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랑시에르는‘비판적 모엘이 지금 시대까지 유지펀다. 심지어 

모든 시림들이 예술을 이런 식으로 사유흰다. 예술을 예술이et는 언어 자체에 

가두고 사유힌다.’ 하연서 미액적 모영을 다시금얘기맡 것을 권하는데요 말이 

재연적 매개의 체제와 대립하고 윤리적 문액의 제져|와 대립하는예술의 미학적 

지|제리고보는 것의 찌임씨와 정치틀 정의한다. 이것이 바로 미학적 모엘이리고 

정의앙니다. 

다인 여기서 울일지의 실효성을 강조알 밀요가 있는데요 미획적 

모댈에서 가징중요한건 또 예시틀 들겠습니다. 비핀적 모댈은 대제로이런 

식이에요 가난인 사람들의 연실을 다룬 직픔이 있이요 가난인 사람들은 연실을 

이미 다알기 때문에 느껴야 알 것도 정해져 있죠. 비잠해야딩니다. 고동을 느껴야 

해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연 안 딩니다. 왜냐연 여기서 마땅히 느여야 딛 고동을 

이미 직음 안에 져|시해놓고 고정시켜놓고 보리고 하죠 가난흰 사람들이 와서 

직픔을 보고 울어야죠‘나는 이런 비잡한연실 속에 있으니까 앨리 연실을 바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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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랴고 느여야죠 비만적 모엘이 대져|로 이런 식입니다. 

근데 랑시에르의 말은 일자원적으로듣기엔 이상허| 보일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닝연 연실을 다룬 직픔을 보연서 다른 결 느껴야 펀다고 

들리죠‘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연실을 다루는 작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정된 쾌락안 받지 않는다‘ 너는이컬 느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직픔들이 

비핀적 모댈의 대표적인 예시랴연 그렇게 느끼지 않고 다른 앙식의 혜를 싱싱힐 

수 있는여지가 있는 작픔들을 미액적 모댈의 예시리고 맡수 있어요. 도|게 

Et슨화해서 말하자연요‘ 근데 사실 그런 직픔들은 정지적으로을바르지 않다고 

얘기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딘 다음을 보연서 얘기 일게요 

랑시에르기온격적으로왜 비핀적 예술들이 한계틀 가질 수엮어| 없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영니다‘ 첫 번찌t 그것들이 스펙터클획된다. 두 번때, 

힐의틀 목적지로 삼는예울들은 밀연적으로 한계틀 가진다‘ 셰 번찌t 매러디의 

록종이 구룬 룰가능하다. 아까드린 말의 연장선들인데요.왜 그것들이 자기 

인에서 자기를무효화시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얘기틀하겠습니다. 

합의의 예를 들연요 직음들이 우리가속해있는 연실을 매러디하연서 

동시에 거기에 록증하는 모호한 태도틀을 보인다며 비핀을 받는데요.예를 

를연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간의 우|계틀 다루며 역명과 각성을 

요구하는 작픔들은 그러한 연실의 재생신을 공모화 맡 수밖에 었다.좀 더 우리 

연실이| 가까운예시를들자연 여성주의 직픔틀을 싱싱해몹시다. 남성에 의해서 

억압믿는여성의 싫을 다루는 작픔을 가정해몹시다. 그 작픔은 연실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로도 기능하지안 동시에 여성이 남성에 의해 억입얻는 연실 자져|틀 

계속해서 재생신하는일에 공모한다고도밀알 수 있겠죠 이린 이야기틀 하연 

사실은 조금 룰펀해집니다. 그런 직픔들 때문에 각성하는 누군가들도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그형기 때문에 그런 직픔들은 엄게 정신적 예술 그러니까 비판적 

예술의 실효성 같은룰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직픔들은 실제로 연실을 바꾸는 데 

기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말하기 굉징히 엄고요 

문제는 그런 직픔들이 억압 믿는 언실 자져|틀재생산하연서 연실을 

바꾸는 것과는 전혀 무관안 태도를 휘힐니다. 힐스 레이으| ‘혁명, 반역명〉믿 

외도 실제로 계속해서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구조틀 휘해요. 온인이 본인의 

제목을 매러디힌 것일 수도 있지믿연실을 바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로 

얽히기도 하죠. 겨|속 잉글밍글 즐연서 연실을 고발하는듯하지인 사실은 연실을 

깅화하는데 공모한다. 그형기 때문에 나는 개션맡여지가 전혀 없다는 냉소적이고 

때배주의적인 태도 자져|를 보여줄수도있죠 

그래서 링시에르는 이 작픔을 비핀적 예술의 예시로 를거든요. 좌파 예슐, 

프로마ζH각 예술들이 90년대에 이런 비만들을 많이 맡있습니다‘ 너흐|가 하는게 

448 픽얻 엉를i 게임의 Jill- 지기죠직119왜언.내셔 



뭐냐. 계흑해서 똑같은 연실믿 재생해서 입 영어먹고쉴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밀 또 하고 연실을 바꾸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었다는 비핀에 직연하자두 가지 

전략을휘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짐을 덜기.풀어 설명하연 포스트모던 담른이 

유g하연서 페미니즘 이슈에서도 남성 여성만 다루기보다는 탈 식민주의적이고 

포스트모던하고 퀴어 개념들이 훨씬 더 많이 유앵하기 시작했어요‘ 울른 

중요하죠 근데 직픔 안에 넌지시 어떤 코드를끼원 넣어요. 다인흥 다문화적인 

어떤 요소틀 끼원 넣거나 허|서 ‘Of, 나는 정치적으로 을바틀니다‘ 져|가 이믿큼 

끼원 넣었잖아요?’ 이건 굉징히 다앙한 요소를 접합시켰다연서 비핀 자져|에서 

좀 우회영니다‘ 멀어지3ε그래서 어느새 비핀적 예술은 딘순히 그냥 정지적으로 

을바르게 보이는요소들이 마구집01로 뒤섞인 직픔이 딩니다. 

관계미학 

두 번째로는 ‘관객의 의식’을 노리는 ‘관계 미학입니다. 이것도 

9。년대에 나온 이른인데요.요즘유행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여|요. 니콜랴 

부리오et는 프랑스 미액자기관계미액을 이야기했어요 업게 밀하연 작픔없이 

눈앞에서 관객과 얘기하고 싶고 작가와 직픔, 직가와 관객이 일대일로 소통하는 

자체가 우리의 미학이고 예술이다 굉장히 연극에 가낌죠 연극적인 계몽에 

가까운데요. 사회적인 관계가 바로예술이 돼요‘ 그런 식으로일대일로 사람들을 

계몽하기 때문에 예전의 전통적인 예솥과는 다르다‘ 그런 권위적인 예솥과는 

다르다. 정말로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문다는관계미액이 유앵하기 시작했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비핀적 예술의 생존 전략이리고 링시에르는 얘기 

하는데요 예시로드는 몇 가지 직픔들이 있어요 

르네 프란지스코의 ‘로사의 집,. 엄게 말하연 어떤 예술가가 빈민가이| 

사는 소외받은 계증을 잦아가서 집을 리모댈링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실시간으로 찍었어요 근데 링시에르 입g에서는 이계 자원몽사지 무슨 

예솥이냐는 거죠요즘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서도 지역기반활동 

예술가 휠동‘ 여|틀 들연 예술록지재딘에서도 예술가들을 모아 악후되거나 소외펀 

지역. 예술적으로 혜택을 알지 못한 지역에 예술가 집딘을 보내 갑자기 억화를 

그러게 연다거나.룰른 의미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슐가들과 지역민들의 

영업은다른 의미에서도 사회적 소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떤 비핀 의식도 없이요‘지역민들이 그결 중아일까요?조대하지도않았는데 

갑자기 와서 억에다가 그림 그러는 걸 중아맡까요? 이런 질문이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담순히 지역에서 뭘 했으니까 저흐|는 정지적인 활동을 혔다고안일하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많다‘ 관겨|미획은 이래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주장이 있고요. 

또 이건 중국 직가으| ‘사람들〉이란 작픔이에요. 흘 만 육전 영의 얼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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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사진입니다‘ 굉장히 큰, 억연안안 사진 직업이에요 이런 작업들도 

굉징히 많아요. 숨겨져 있던 개인의 얼굴을 집잉으로 연환시켜서 ‘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다.’리고 발언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정치적 개입이 일어났다고 밀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티외 로헤르의 써。ney-back Pr<。ducts> . 어떤 

직업이냐연요 미술관에 들어온 입장객들이 관람료틀 내요.관림01 마음에 들지 

않으연 흰줄알 수 있죠 미술 자져|가 상픔이 됐다. 기호픔이 됐다고 비만히려고 

이런 직업을 했는데요. 문제가뭐냐연 이게 스엑터클확 되연서 말하자연 유흥 

문화, 소비문화에 동시에 일조하연서 아무런 비핀이 수앵되지 않아요‘ 울른 

무언가틀 했다고 말맡수는 있겠죠 이런 연실 자져|틀드러냈다고밀알 수 

있갱지믿요. 이 직업이 티비나아니연 대중매체에 굉장히 많이 소개 되연서 자기 

자신이 비만하고자 했던 대중문화의 일부로서 흡수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의 

한계틀 밀알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되게 재있는 직업인데요 두 명으로 이루어진 

‘예스맨’이랴는게힐러성 예술가 집딘이 있어요. 갑자기 BBC 뉴스에 갑자기 

한사림01 몰래 잠입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뉴스속보틀 내보내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여기 잠입했다는 컬 아무도 롤러야 되죠 그형기 때문에 

링시에르는 ‘이게 어떻게 예술01q. 사람들이 너네틀 빌건하지 못하연 어뀔 

건더|. 이게 보도가 안 되연 어떤 게 비핀이고어떤 게 예술인지 어떻게 증명을 알 

건뎌|.’리고 합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케이스로인 와도 지금 연국동시대 작업들‘ 아니연 

윌툰까지도 팍장하여 비만을 수용하는 직업들의 한계에 대해서 증룬히 생각해룰 

수 있어요.그럼에도 물구하고아까 말을드린 것저럼 줄일지를 조직하는 직업들에 

대해서 링시에르는 ‘그것만이 가능성이다. 그것만이 비핀을 수앵알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틀 하는데요. 

하나는 잉리 살랴 작가으| ‘Give me the c。,。'" 다른 하나는 메드로 

코스타 작가의 3부작 직업입니다. 잉리 살et는 한국에 많이 일려지지 않았고, 

쩨드로 코스타는 비교적 유영한 띤이에요‘ 전자는 빈민가지역 건물 억에 작가가 

열을 힐니다. 영업이 중요해지죠 근데 아끼 비슷힌 작업들과 다른 이유는이것도 

되게 주관적인 기준인데요‘ 링시에르가 룰 때는 저게 미학적으로 굉징히 예쁘다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형기 때문에 이 부룬은 저도 사실 동의가힐 안되는데. 

어쨌건 직접 보시연 휘양 문제일 수 있으니까‘ 직접 보시연 핀담이 되실 것 겉아요‘ 

메드로 코스타는 빈민가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캐스팅합니다. 

사림들이 살아가는 잡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러티브(narrative)로 재구성안 

영화틀 인드는 사람이에요 다큐앤터리는 아니죠 어쨌건 영확니까요 이게 

굉징히 심미적으로 조직되었고 미획적으로아를답습니다. 가난 자져|틀 심미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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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왜 우리가 가난을 

심미확 히|야 하냐. 비짐힘은 비잠엄인데. 그형게 밀알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왜 가난안 사람들은 가난을 Of를답게 포장하연 인되나요? 그걸 

왜 아름답다고얘기하연 인되나요? 가닝흰 사림들은 비잠히다고 고발만 해야 

되나요? 

링시에르가두는 비중은 당연히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얘기일 때 그것을 

기꺼이 아름다운 것으로도얘기맡수 있어야 흰다. 어떤 계급으| 시림을 어떤 

계증의 사람들‘ 특정하게 정혜진 시림들이 느여야안힌다고 특정하게 정해진 

쾌감은없다. 여기서 링시에르 얘기는 물인데요‘ 시간이 열로안 남았기 때문에 

얼리 소개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Of:까 소개헤드린 작가들 말고 한국에도 비만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밀해지는 작가들이 많이 있죠오늘뿐만 아니고 3일간들으시연서 제가 를 앤 

여기에서 작가틀 선정하는기준이 그혈 거 같은데요 사효| 짐여적인 작업이연서 

동시에 예술의 정계에서 휠동하는 작가들을 섭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여하신 

다른 직가들의 목록을 보니까 그형더리고요 그래서 증룬히 많은 예솥이 보였다 

생각해요 제가 룰 때는 효댁에서 이런 직가들이 비핀적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인데요.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룰일지를조작하는지 

자져|는 사실 다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시틀을 들고 왔습니다. 선우흔 

직가의직업도그렇고요 

‘징영혀| 중공업’이랴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징영혜씨 혼자서 휠동을 하는 

걸로 일려져 있는데 사실은부부가왕동양니다‘ 99년부터 얻동을 시작혔으니까 

왜 오래전부터 양동을 하셨습니다. 징영혜 중공업으| ‘삼성〉을 보연 굉장히 

역실적인 문구들이 있죠 삼성은 나틀 쭉음으로부터 구해주리랴 믿는다. 미디어 

아트고요‘ 흥메이지에서 실제로 직접 보시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커요. 이 

직가들은99년부터 양동 했는데 안국에서 휠동을 얼로언했어요.얼마 전에 

한국에선 저음으로 개인전을 했고요.아티스트 토크도혔거든요.그때 말하는 컬 

들어보니까 굉징히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던 게요‘ 태도가 정밀로 비정지적인 걸 

일부러 지양하는데 심성 얘기틀 왜 이형게 많01 하냐. ‘삼성이 인기가 많잖아요. 

저도 인기가 않고 싱어서 심성 얘기를많이 연다.’이런 식의 재미있는태도를 

보여줍니다. 관객은 저 문구틀 어떻게 해석해야 힐지 굉장히 곤혹스럽죠. 심성 

없는 심은 외톨다는이런 이야기들이요. 

김의전 작가도있는데요. 사실 직접 왔을 때는 굉장히 모호하거| 거리틀 

두고 냉소적인 태도를 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룬영히 선우훈 작가가 였던 ‘가장 

명연적인 것이 가장 정지적이다〉작업과 마진가지로. 김희전 작가의 ‘열매〉는 

게임 링은 관짐을 통해 한국으| 2010년도 이후틀 푹 조망하연서 외국인의 

관점으로그걸 바리외요 냉소적인 태도를 휘하연서 한국의 싱황을 요약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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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었거든요‘ 

요즘 굉징•I 많이 주목받는 직가 중 한 영이고 또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짐여틀 하는 작가로임흥슨 작가를 111놓을 수없죠. 본인의 가족사외도 많이 

연결딩니다.누나와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런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개인적인 서사에서 시직해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다큐앤터리틀 찍은 것까지요‘ 다큐앤터리를보신 문들은아시겠지만 닫슨히 

심의 연실을 고발하는 작업은 아니에요‘연대사틀조망하는 핀짐 가운데서도 

심미적으로 미획적으로풀어냄니다‘ 영확의 몽타주 같은 기업들을 많01 써요. 

베니스 비엔날레 훈믿아니랴해외에서 영확상을 많이 탔고요. 

그 외에 짐고하시연 풍을 것 같은 작가로는 미카 로텐버그 직가, 브루스 

러브루스 작가, 키틀로스 모타 작가 제가 세 명을 흩Of왔는데 사실 거의 영상 

직업이에요 우리가 201。년도 이후엔 영싱과 더 진숙해졌기 때문에 그혈 수도 

있습니다 

대지|로 연실적인 로텐버그는여성 노동자의 싫에 관심이 많고, 러브루스 

링은 경우는 씩슈얼리티와 폭역문제에 관심이 않고, 키틀로스모타는 랴틴 

아며|리카의 성 소수자이연서 정지적인 싱핑에 개입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셋 다 

직설적이지 않아요 굉징히 전릭적으로 울일지를조작하는 작업들이에요 

오늘오시는 룬들께서 대지|로 작가운들이리고들었어요. 다 같이 징직을 

맡 때 어떤 고믿이 있나. 또 작픔안에서 자기 이야기틀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비면적인 작업을 수앵일 때, 실제로얼마나 먹얻지 

등을 작가 운들이 많01 고민하시리랴고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틀 해왔습니다. 

님은 시간은 선우훈 직가와 대담으로 준비틀 를까 생킥을 했었는데 우선 질문을 

믿아도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 일딘준비를 하였습니다‘ 

선우흘 비핀적 예술에 대해서 말을해주셨는데요 사실 한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여|틀 들연 페미니즘 이슈틀 다루잖아요. 미슐E뻐| 가서 보”|는 룬들 중 

아시는 문들만 보실 거예요. 머|겔리아나 이런 것에 대해 모르셨던 룬들이 작픔을 

보고 갑자기 아 내가힐못생각했구나. 이런 게 풍은 거구나. 우리 일상에 이렇게 

짐투했었구나. 잉으로는 힐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는 직픔은아니거든요‘ 

스미트폰화연저럼 유리막이 가려요.알아요. 연실에 짐투허|서 뭐가 되리란 기대는 

사실 별로 없어요 어떻게 밀히연 징삿측이러 룰수 있겠죠‘ 정은 님성 윌툰 작가가 

중은 기회가 되는 전시에서 여성 이슈를 선점혔다. 당연히 그형게 룰 수 있죠‘ 

근데 저는모뉴언트확 하는, 그냥 게임저럼 일담 내 영에 존재하는 

웃으로 인들어두는 직업을 하고 싱었어요 그게 자연스럽다는제스져틀 주고 

싱었어요. 그 이상의 것,‘더|미지 오버 타임〉이랴는 웹둔을 통해 연대사가 이랬고, 

좀비가 어댔는데 우린 인간성을 버리연 인 되겠다. 군부 독재에 맞서 씨워Ot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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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겠다. 이린 것은 아니고요‘ 비만적인 예슐과는 스스로 거리를좀 두는 것 

겉。}요‘ 
거리리는 게 어떤 거나연요. 온랴인에서도제 직픔을 룰 수있거든요. 

근데 그결 굳이 전시펀 미술관에서 본다‘ 파인이트 전시장에 가서 서브혈저인 

민화를온다‘ 전시장에 가보연 어린애들은 익숙하니까딜려가서 마우스부터 

맙지거든요. 근데 어른문들은 애들이 하는 거 보고 직픔의 내용보다 ‘아 이게 그냥 

전시된 이미지가 아니고 스크틀 웹툰이구나.’ 하는 것에 주목하더리고요 직픔 측 

정와대부터 한강까지 있는모든 정지적 이슈를아시는 룬은 거의 저같이 트위터를 

하시는문들이에요 저와 생월 반경이 비슷안, 밀접한 룬들만 아십니다. 저는 

미술관에서 이게 전시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직픔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랴는 거. 만효}는 되게 대중적이고 일상적이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사양을 

다루고 비명적인 사회에 비핀적인 시션을 져|시하는 곳에 걸려있다는 자체틀 

모뉴먼트로 놔두는 거예요. 거의 앙지하는수준이지. 

사실 거기서 다루는 이슈가 저회가윤리 교과서에서 배우는수준의 

얘기랴고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인 다힘졌을 뜸이지. 시람을 쭉이연 

인 딩니다. 확징실을 다녀오연 손을 씻으세요 액신을 맞아야 영을 예앙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얘기리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핀적인 것이 사회를 바꾼다. 사람들에게 용기를준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찌|미니즘 이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런 기대는 전혀 

없어요‘ 어떤 태도틀 휘해야 윌지도 사실 힐 모르겠어요. 

링시에르의 비핀에 대해 작가운들도아실거에요. 징영혜 중공업도 Of:까 

심성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심성에 너무익숙해졌구나. 그 사람들은나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회전목마 보여주셨던 것저럼 혁명, 

반혁명이 서로공모하는 위치에 있다. 이걸 작음으로인드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 

공모하연서 어떤 이득을 휘하는 .|지랴는 컬 직가가 모르리랴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굳이 하는 이유는 갑자기 유지한 딘계로 내려간다고생각해요. 

예틀 들어서 ‘내 아이디는 강님 미인〉 같은 윌툰을 보연 사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로 사람을 만딘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인기틀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것과 얼개로동시에 남성 작가들이 그리는 것들 ‘뷰티중 군바리, 같은 컬 보연 

여성도군대에 가연 어떤 식으로 옴직이는가‘ 군대의 폭력적인 문효밭 보여주연 

되겠다‘ 그형게 얘기하연서 장연 외중에 기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고 

비만하연 굉징히 유치한 태도로 잉어하거든요‘ 왜 표연의 자유틀 무시하q, 근데 

저는 일딘 구픽 정리가 밀요한 것 같아요. 

선우훈 파인아트는 개념의 정리가 되었고 딩른도엄정나게 진전 되었는데요. 

서브컬져‘ 김자연 성우저럼 메알리아 티셔즈틀 인증였딘 사실 하나로 하루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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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게임에서 교져|펀다. 이런 것틀을 우리가 딩른에서 이미 얘기하는 중이었고, 

한계틀 지적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려연 ~짐 멀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님성으로서 그런 전시 우|지에 가서 페미니즘 이슈를옥 빼먹는 것저럼 보인다 

하더러도 발확 자체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비핀적인 예슐의 가지는 그 내용 인에서 사람을 쭉이연 인 

딩니다‘하연 그결 보고 아 사람을 혹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리고 

생각합니다.그것에 대해서는다른 직가룬들도 고믿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연숙 감사합니다‘ 아까전에 저랑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선우훈 작가도 

본인이 직픔 징작알 때 취는 고증을 비핀적 예술의 연장선에서 얘기해준 것 

같은데요 다들 직업하신다고 하니끼 정말 구체적인 고민, 연재 가까운 구져|적인 

고민을 듣고 싱다는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진앵은 잠깐 미휘놓고 흑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연 같이 나늘 수 있을지 공급한데요. 

짐여자1 저는 작업이나 공부를오래 하진 않았어요. 사실 질 모르겠거나 믹연흰 

부룬도 많은데‘ 저는 그닝 제가 느컸던 정보틀 저안의 밍식으로 그러거나 

만드는 게 재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가님들이 지금 사는 시대에 

대해 작업하는 걸 말을해주셨는데. 저는 져| 이야기에만 삐져서 그냥 

작업을 했었거든요.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비만적으로이야기 하는 

게 요즘의 주셰이고 경양인건가. 룰른그것도 예술가가 해야 하는 

일 증 하나리고생각은 하는데.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긴 하지믿 아직 그쪽까진 도달하지 못 하는 거 같거든요‘ 그냥 직기 

자신의 이야기만하는그런 직가들도 있긴 하잖아요. 곡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혜요 

선우흘 저는 쭉 비만적인 작업을 해왔는데‘ 그게 사실 제 얘기리고 생각하거든요‘ 

지잉에서 인문계 고등액교 나와 서울에서 미술을 배우기 시직했는데요 진구들은 

다예고줄신이었어요 저랑은 환경도 관심사도 겪어온문찍 자원도 다르잖아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관점이 가족으로 획장돼요. 가족이 어떻게 고증을 덜 믿을까. 

공징 노동자로 일하며 부당흰 일이 영어지는 쪽으로인 얻어 나오죠 내가 이 

사회틀 바로 집아야 펀다는 건 ""연히 아니고요 진찌 자기 욕망에서 번져 나가야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겉Of요. 저도 그런 식으로 직업하고요. 

특히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는 룰른요새 유앵이긴 하지만요.그 전부터 

관심이 않았던 이유는요. 웹툰은 미드액을 많이 맏잖아요. 저음에 소개드었다시피 

커뮤니티성을 기반으로 성징흰시장입니다‘ 엇글 같은 정우에 아다지 미즈루의 

직픔을 보연 소년의 물안 얘기하고 씨우는 만화가됐죠 여성 캐릭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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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요깃거리로안 잠깐 나와요. 쥐양의 문제틀 떠나 문제가 있다. 흑은어떤 

앙양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사실은울명등흰쥐힘이다‘ 이런 지적을 하연 이결 

금지해야흰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금지하냐는얘기부터 나와요‘ 민화가 겁얼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일 텐데. 저는 그것의 반지성적인 태도가 상었어요‘ 

일딘 논리적인 기반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성자얼적인 

국가이고그런 문확가 있다고 얘기하연 나는그렁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는데. 

논거를들어보연 논리적이지 않아요. 저는 뭔가를 구픽열로 정러한 후 휘g을 

짖고 싱거든요‘ 그런데 아주 닝은 딘계서부터. 트위티 같은데 보연 남자들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주 기조적인 사회규엄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합의나 논리 없이 자기 기룬 위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룰쾌해요. 

그런 개인적인 마음으로 시직한 거고요. 예술가로서 이열 자각하고바로 징아야 

되겠다는건아니에요. 

그닝 픽영을 중아합니다. 지나온 역사틀 압니다. 거기서 누락된 것들을 

다시 되돌려야만 제 마음이 펀했어요 

짐여자2 개인적인 문제기도 한터|요 가끔 어떤 이야기틀 다루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구문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이걸 

다룰 준비가됐나? 괜히 소재로안 자용하여 개인적으로어떤 이특을 

휘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또어떤 

직업들을 룰 때‘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실 자져|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저한터|는 비만을 위한 비만저럼 

보이는 거여|요. 그럼 그것도 왜 안 되지? 하는 생각도들다7f, 어떨 맨 

되게 룰떤하게 다가오더리고요. 

하다못해 죠|근이슈가되었던 세월호의 경우에도 비핀이러기보다는그냥 

소재로 자용되었을 때. 울른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되돌아보는 게 있긴 

하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비판을 위한 

비핀까지도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여|틀 들어 무슨찌|미니즘 잭 줄핀 기념으로 굉화문에서 거리 떠포언스를 

했어요 일고 보니까 그룬이 또 셰윌호 이야기틀 하연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어요‘자발적인 것도아니고줄핀사에서 기픽되어 

퍼포먼스틀 하니까 너무 룰떤하더리고요. 조|근에는 가수가TV 

육OfOll능에 나와서 퍼포얻스를 였는뎌|. 그걸 비핀적 예술이랴고온다연 

너무룰떤해요. 

이연숙 저도 그부문에 대해 생각하곤 해요 줄핀사 얘기도 하시고 가수 얘기도 

하셔서. 확실한거는 이제 자본주의. 좀 더 정팍하게 신자유주의 구조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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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계속해서 비핀을 얘기알 수밖에 없다연 당연히 그런 요소를도 고려알 

수법에 없어요. 저것은 진정성이 있나? 저것은 싱픔이 아닌가?조작된 건 아닌가? 

계속 의심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픔이 되어도 싱관없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거기서 의문이 생기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셨다연 룬명 그 직업이 증룬히 흥미톨지 않아서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직픔들이 궁극적으로 싱픔 기호로소비짙 수밖에 

없다연 싱픔 기호의 조건 안에서 가능성을 탐문알 수밖에 없는데‘ 여|시로드신 

직업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상업적이기 때문에 즉각 울쾌감을 울러 일으였죠‘ 

직업들이 온래 하려던 말과는 아예 다른 앙양으로 기버립니다. 져|가느끼기에는 

문제 제기와 동시에 실매한 작업으로 서로 얘기알 수 있지 않나 하는생각도 

듬니다‘ 저의 입장은 그런데 사실 저도 계속 생각하는중이러서 힐모르겠!어요. 

선우흘 지금 선정우 명른가님께서 오셨거든요.오스카 에이지의 서적틀을 많이 

번역하신 선정우 명른가님이 오셨으니까‘ 일담 준비하신 강의 듣고흑시 질의응답 

맡 시ζIOI 있다연 그때 얘기틀 하도록 를게요. 

여|슐과서브컬저 

선정우 안녕하셰요‘ 저는킬럼리스트 선정우리고 힐니다. 원래는 잡지 컬렉션 

하는 컬로 시직해서 많이 강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글을 쓰게 된 싱항이고요 

일본 쪽과 계약하거나 일본쪽 잡지에 기고었습니다‘ 깅연도일본대억교에서 

했고요. 주로 일본과 일을 많이 었는데요‘ 이런 번역이나 작년에 있었던 ‘일폰스 

무하전’ 전시 자문도 해서 예술과 서브혈저,오타쿠 문화와 어떤 사회의 정점에 

대해 얘기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강연을 준비혔습니다. 

사실 저는예술른이나 얼학른 같은 컬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연구가나 명른가는 일본에서 월동하는 사림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대부룬 

아무래도글을 써서 먹고 쉴 수가 었으니까요. 과거에 제가 진였던 줄만사 면집자 

룬들도 액계로 갑니다 저도 사실 글로 먹고 사는 건 아니리서 비슷한 싱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학문적인 바텅을 가지고오스카 에이지 

씨나 아즈마의 히로키의 포스트모던 번역을 시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명소에 생각하던 바와 이런 결 하연서 일게 펀 사실틀을 

얘기하려고합니다. 

떼를 들어 알폰스 무하틀 민화가나애니메이션쪽 사람들이 굉장히 

중아합니다.알온스 무하는 굉징히 죄근 예술가에요 인상피보다 더 니증 세대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연대 만화가 효|찍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하던 시기였기도했고 또 영화가 믿들어진 시기였기도혔거든요. 안확는 

영회로부터 많은 영힘을 맡았기 때문에 직업른이나 스토리른에 있어서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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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융니다 오섣카에이지의 스토리 메이커나 캐릭터 메이커, 세계 만화 

억원도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만화가 영화로부터 

영양을 많이 믿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왔을 때 우연잖은 기회에 

민화가들이 일폰스 무하와 영화의 연계성을 일고 그러니까회찍와영찍와의 

연계성을 알고서 중아했던 것은 아니겠지얀 마짐 중아했던 사람이 알고보니까 

싱당히관련깅었다‘ 

힐안 일려진 사실입니다만. 일폰스무하는 영었을 때 파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월동했습니다‘ 파리에서 나름대로 얼굴도일려지고 많이 

월동였던 인기 작가였어요. 그때 시골에서 온 챔은 시림들이 알폰스 무하흰테 

자기들이 요새 안든 직픔을 보여혔는데‘ 그게 바로 르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였거든요. 

누가 영효밭 발영했는가. 미국 사람들은 에디슨이 발명했다. 프랑스 

사람들은르미에르 형제가 발명했다. 역 부러지게 말맡수가 없는부분이긴 

잉니다‘ 그런 르미에르 혈져|힌테 파리에 와서 월동을 하리고소개도 시켜주고 

자리를마련해췄던 사람이 일폰스무하다. 전시회 자문을 하연서 무하 재딘 

큐레이터흰테 저음 들었어요. 나중에 잦아봐도 별로 인 나오더리고요. 

일온스 무하가 동유럽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유럽 권에서는 ‘슬러브 

서사시〉리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을랴브 민족의 민족주의 회화가 대표직으로 

일려진 직가였어요 영화틀 발명였다고도 얘기 하는 사람을 정작 본인은프랑스 

사람도아닌데 마리로 룰러왔죠. 

동아시아의 한국이나 일본. 특히 순정 만화 계열들은 일폰스무하의 

영양을 많이 믿았습니다. 장식적인 문앙 같은 부문에 있어서 말이죠 무하와 

순정만화의 연계성은 굉장히 자주 지적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만효mt지 

이어졌다는 게 상당히 재있는 이야기여서 이후에 진앵하연서 설명을 

드러겠습니다. 

반연에 2자 세계 대전 때 사림이다보니 게슈타포한테 제포되기도 

잉니다. 거기다 고양으로 돋아간 이후에는제코가 공신화되지 않습니까? 져|코 

온국에서는 공신화된 이후에도 집회틀 그러기도 하고 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힌 작가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공산권 예슬기랴 적을 수엮어| 없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한면으로는 온인이 젊을 때 서유럽에서 횡동 하연서 자영틀을 

믿았을수도있겠죠? 

일온스 무하가 회화나 미슐쪽에서도 죄근 작가다보니 연구가 많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저 같이 미술 전문가가 아닌 외부 사림이 일려연 이미 연구된 

책이나 연구 결과를 외야 Of는데‘ 제가 직접 가서 연구틀 일 수는없으니까요. 연구 

결과가 없어서 잠조맡 것이 너무부족하더리고요. 무하재딘 사람들힌테 뒤쪽에 

소개알 믿확 비슷한 그림은연구펀 게 있느냐틀어왔더니 없다고. 무하 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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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서도 었다고 그러더리고요 

무하으| ‘슬러브 서사시, 같은 회화연은그나마연구가 조금 됐는데 잡지 

표지, 상업디자인, 안확 비슷해 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 룬야에선 더더묵 연구가 

인됐더랴고요. 그러다보니 민화와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기 단계로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브 컬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다 비슷한 상용이니까 어자피 

마찬가지일거랴고 생각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사회와의 접점이나 서브 혈저의 정지성이란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허|인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소개를드러려고요. 

2004년도베네지아 비엔날레 국제 건축 전에 일본관에서 열렸던 

K오타쿠·전에 짐가였습니다. 자국의 인화나 서브 컬저들이 해외에서 

믿아들여지는 거틀 일온의 정지가들이나 일온 정부 즉에서는 좋아하죠 그런 컬 

이용하려는 부문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아소 다로 전 흘러 같은 케이스갱죠? 

반연 싱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외국인이랴 직접적으로 그런 

생각을 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가 번역였던 오쓰카 에이지 씨가 일본 

내에서는 대표적으로이 전시회를아주많이 비난였던 케이스인데요. 

힐 알려져 있을 겁니다안 이게 무리카미 다카시 씨가 뉴욕에서 cd~-1틀 

보01»전을 개죄하기 직전이었어요. Xf71가 하는 거랑 테마가 비슷하다고 오셔서 

보고 갔었습니다.오쓰카 에이지틀 중심으로 일본의 비명가들이 무ef'f미 

다카시도 대표적으로 정지적인 문제틀 다루는 듯이 보이지안사실은 안 다룬다고 

많01 비핀하죠. 

주로 서브컬저 쪽 져|야 인시들이 아닌 획계사람들이나 미슐계 쪽에서는 

무리카미 다카시의 등징을 무시하다가 서앙에서 호명을 맡은 이후로부터는 

굉징히 떠받드는 룬위기가 됐죠 근데 서앙에서 무리카미 다카시를호명하는 

이유는 일종의 오리엔틸리즘인데. 그결 가지고 중아하는 게 밀01 되냐.오쓰카 

에이지 ill 같은 분의 비판은 그쪽 즉연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동g댄인 연국에서는 또 다른문제죠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이 떠받들어야되는가. 그게오리엔탈리즘이리고 안다연 우리는 같은 

오리엔트인데 오리엔틸리즙이 될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맡 부분이 많기에 

일본 내에서의 논의가한국 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는 상핑입니다‘ 

애조에 일본 내 예슐계 상핑들이 정팍하게 국내에 알려지는게 이닙니다‘ 

몇몇 상용들. 예틀 들어 무ef'f미 다카시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시회틀 혔다. 

경매장에서 뭐가 낙될01 됐다. 이런 쪽의 뉴스들민 주로 소개가 되니까요. 그 

외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얘기를좀 하려고생각잉니다. 

그래서 오늘 히려는 얘기는일폰스무하를 중심으로 보는 민화의 

기온입니다. 연대에 와서는 민화와 회화를 완전히 구룬흰 이후에 민화틀 온 

사림들이 대부문입니다 저도딩연히 그렇습니다‘ 민화 쪽 비명가들이나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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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들도 많01 잊었던 사실이었습니다‘ 

1970년대 60년대에 일온에서선 스토리 민회, 만화의 컷 구성, 그러는 

잉엄른들이 데즈카 오사무가 발명을 였다는 식으로 일컬어집니다‘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게 이져|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많은 비만을 맡습니다‘ 일본 

내에서도그러흰 기업이 데스카 오사무이전에도 있었다는 결 알게 되죠그게 

결국은회확로 이어졌다. 아무래도어떤 비주얼틀을 그리는 건데. 영화와 회화와 

민화가 왼전히 다를수가 없어요‘ 그 중에 효|효}는 Et숨히 그럼이니까 굉징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을랴가겠죠. 같은 비주얼을 구성하는 양식으로서는 다른 후발 

징르들이 당연히 영힘을 믿을 수법에 없습니다‘ 

사실 만화 쪽에서는 연구나 비명이나 딘형온으로 크게 발표펀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안화독자들 쪽에서 조금액 이야기가되었는데요. 어떤 획계나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을 믿는 건 아니어서 그린 이야기를중심으로 마지막엔 

오타쿠문화나사회의 접접까지 하려고 영니다. 

민회는 ""연히 미술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니랴 죄조의 순정만화 전문 

잡지 t르네상스j가 1988년 11월호로 장간되었습니다‘ 줄판사에서 미솥과의 

연계성을 안들자고 이형게 제목을 룰인 건 아니겠지믿요 잡지의 제목이 미술 

용어리는 것‘ 서잉 미술계에서 아주 늪이 명가를 맡고 있는 작가가 아니긴 하지만 

미술이et는 룬류에 욕하는 작가로부터 영양을 받은 것도 민화와 미술과의 

관계랴는부분으로 생각해룰수 있지 않을까영니다. 

일온스 무하의 회화적인 작픔도 마진가지입니다안 인상따 그림들은 

교과서나여러 곳에서 많이 왔지만 만회와 연계됐을 거랴는 생각은 힐 안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떡히 생각01 없었는데 일본 르누아르전의 도록을 보다보니까 

져|가 일본에서 얼었던 K르누아르@전에서 굉장히 늘랐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전시에 오르셰 미술관안염력했어요.오르셰 미술관에 소장되어있지 않은 

그럼들은 전시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대수욕〉이랴는그림은 전시 안 되고 

스케지가 전시탔어요. 믿확의 설계도로 콘티리는게 있거든요. 저는 민확 떤집이나 

줄만사에서 일하다보니 콘티틀 많이 왔는데 스케지 같은 거나 데생이나 이런 

것들은인화의 작업소에도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콘티가 미술에서의 스케치와 

가깝구나하고느낀 사례였었습니다. 

‘시골의 무도~I,도 르누아르의 유명연 직픔이죠‘ 이것도도록에서 

스케지가 전시탔어요. 전시회에서는딩연히 완성펀 그림들을 메인으로 전시했죠. 

사람들이 그 잉에 제일 많이 몰려있었어요. 근데 이런 전시틀 수액 수전 번 했었을 

테니까. 사람을 울러 모으기 위안 목적으로 져|일 중요흰 부문이긴 하겠지만 

아무리 유명한그림이러도그것안하연 지금끼지 였던 전시회링 자이가 없잖아요. 

틀러스영파를 해보자.스케치나 전 담계의 데생들이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인상파의 그럼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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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술 연구가틀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서 보연 아우랴틀 느낄 수야 

있갱습니다만. 

저는 만화쪽에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요‘ 전시회에선 덜 중요하게 

전시되어있는 왼성 전의 스케지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갔어요. 이걸 웠을 때도 

느꼈고 그 다음에는아까 밀한 K영폰스무하·전 준비 때요. 전지|적인 구성이야 

큐레이터나 예술의 전딩에서 했었습니다안 저도 전시 자문으로 같이 잠기틀 

하다보니까 중간 담계 기획이나 진행 과정은 왔습니다‘ 그때 더륙이 스케치들을 

많01 룰수 있으니까요. 그때 만화와 회화의 데생이나 작업사 같은 컬 명소에 

보던 것과 정밀 비슷흰 부문이 있구나‘ 

그림을 그힐 때 설계틀 동해서 완성 그림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어떤 

미술가리도Sζ 갑자기 그럼을 그러는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밑그림을 

그리죠. 민회도 이건 마찬가지에요. 밑그럼Olet는 성격상으로 ""연히 유사한 

부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연 ""연한 얘기입니다. 그부문에 대한 

생각을 질 안 하다보니까 명소에 간과하지 않나 싱고요. 

아르누보잉식은알폰스 무하기 30대 때 많이 사용했던 잉식을 

말하는데요.사실아르누보랴는게 정팍한 정의가없어요.어떤특정한양식이나 

이래야믿아르누보리는 게 없습니다.아르누보의 대표작가인 일폰스무하가 

징식성을 가진 그림을 많이 그러다보니 징식물이 마지 아르누보의 대표인 것저럼 

얘기하지믿 사실 그부룬도 죄근의 경힘입니다‘ 저도 무하 재딘이나 이런데서 

들은 얘기로는연구가된 바가 적다고 하더리고요 

그런데 징식성 자져|는 안확에도 영g을 많이 끼졌어요. 실용미술을 

슨수미술의 담계틀 을어을혔다고 하는데 결국 실용미슐로 명가 맡는 거죠 

슨수미슐 작가한테는 저런 g연을 인 쓰잖아요?알폰스무~fet는 실용미슐 

작가가 실용미슐을 슨수미슐의 담계로 을어을혔다고 명가를받는다는 얘겁니다‘ 

연도로 외서 1860년에서 1939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연 인상마도 저음 등장했을 때 미슐계에서 호명을 저음부터 

받았던 건 아니고, 어띤 과정과 딘계틀 거져서 호명을 받도록 바뀌니까요. 일폰스 

무하건 누구건. 다른 근대, 연대 작가들도 그형게 될 수 있겠죠그래서 근대 

미술의 새로운영양의 등장에 쩍심적인 역알을 수행혔다는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있던데요 

누옐바그(N。uvelle vague) li> 같은 용어들도 같은 액럭에서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본 쪽의 서브컬저 중심으로 많이 발언을 하다 

보니까‘ 오타쿠 같은 용어가 일본에서 삭이는데 이것들도 떡히 정의가 

없어요. 사실 정의가 없는 것보다도 죄근에 만들어진 일종의 유행어일 

뜸이거든요.그게 어떤 정의가되려연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많은 사림들이 동의하는 결과물이 나을 거잖습니까? 그러니끼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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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나오기 전 딘계et는 얘기죠 

이르누보도 그형고 누영바그도 그렇고 전부 100년도 안펀 

용어다보니까요. 획문에서 액 년은 되게 웰은 시간이잖아요. 클래식한 

용어만큼이나 정의가 되어있진 않은 상힐입니다‘ 그러니까 서브 컬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룬들이 액계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들어온 적이 었다고 

힌다연 딩연한얘기이다. 그형다고해서 옥 이게 연e_fOI 었다든지 그렇게 말알 

수는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영니다‘ 

일온스 무하는메뉴핀이나 굉고 곁은 걸 그었는데요‘ 굉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사실 그 전까지는 순수미술이 아니리고 했었지안 압이트나 

연대미솥에서는 많이 이용되잖습니까? 미술가와 굉록의 컬앙이랴든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무리카미 다카시도 

그런 대표적 사려|인데 알온스 무하가 그 외에도 의회틀 믿아 집지 표지틀 많이 

그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나 포스티 같은 것들을 그러기도 하고요‘ 

말하자연 커미션(to。mmissi。n)이랑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을 연대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리고 부르죠 그냥확가와의 

구문에 대해서 생각맡 여지도 있고요 알온스 무하가 낸 ‘장식 문g집,01랴고 

많이 그리다보니까 징식 문잉 자체틀 OfOll 한권의 잭으로 안들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믿확계에서는 내는 직업서 같은 겁니다‘ 미술계에서는어떻게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숱핀 중개나 기획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만화와 비슷하지 

않나싱습니다‘ 

Of:까 말을드었던 알폰스 무하가 그렸던 인화 그립이 연가림 미술관의 

K일폰스무하·전에서 전시가됐어요.보연 개구리같이 보이는 사람도 등장하고 

캐리커저도 있습니다‘ 1900년대 조반부의 민쩍들은 캐리커처로 시작했어요 

신문에 정지적인 스틸린Olet든가 저힐Olet든가‘ 그런 시림들의 특징을 잡아 

그러는 결 캐리커저리고 하는데요. 믿화의 조기 징르증 하나고 지금까지도 

그려지는 앙식입니다‘ 카툰장르의 대표적인 앙식인거죠‘ 무하도이런 

캐리커저외도 굉장허 가까운그림을 그러고 있더리고요근데 저런 부문들이 거의 

전혀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더리고요. 

핀타지랴는 져|코 잡지랴서 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무하 재딘 

사람안테도 를어왔는데 연구가 인되어 있어요. 영어나프랑스어나 독일어, 

스lljJ인어, 이탈리아어 이래야 연구가되지 서구권에서도 동유럽 쪽언어끼지는 

연구가 질 안되어서 제코어로 쓰인 잡지는 연구가 힘든 상용인가보더랴고요‘ 

디앵히 무하는 유럽에서 인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였다보니 미국 

집지들에서도 의뢰틀 많이 맡았다고 해요. 미국 집지들은 영어로 쓰여 있을 

테니까연구를 하려연 알 수도 있지 않을까생각은 하지만어앵든 연구가 인 

됐다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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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했든 오쓰카 에이지 씨가 일폰스무하가 만효|어| 얼마나 많01 영g을 

미쳤는가틀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했던 비명에 그려져 있던 도만이 알폰스 무하의 

유영한그럼입니다. 

일온에서 순정민회, 소녀인화리고 룰리는 징르가 시작된 건 소녀 문화가 

시작된 후입니다.소녀. 정소년이란 개념은근대의 산물입니다‘ 중세나 고대에는 

정소년을 소년, 소녀, 아동으로구룬않았잖습니까? 당연히 아동문학이나 아동 

소설도 없었죠. ‘이싱한 니랴 열리스〉도 저음부터 아동문학은아니었습니다‘ 그 

외의 동회도 저음부터 아동을 대싱으로인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닝 이야기일 

뜸이지. 점짐 아동에 조점이 맞줘져서 근대의 신룰로서 개념이 정립이 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동 중에서도소년, 소녀하고 구룬하는 건 1800년대 정도까지는 

외야잉니다. 

일온에서도근대화 이후 저음으로 소녀 집지랴든가 소녀소설들이 등징 

했는데요. 일폰스무하의 그림을 그대로 소녀소설 잡지 삽찍로 가찌왔어요‘ 

소녀소설이나 잡지의 표지도알폰스 무하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베낀 게 있습니다. 

오삭카 선생은 이런 일온 소녀 문화의 발담에서 무하와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더리고요‘ 

일온에서는순정인화만이 아니랴 민화의 근원을 일본 내에 고전적인 

그럼에서 잦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떤입니다. 흰국에서의 민화나 유럽의 

동굴억효밭 이야기를 하는데요.그게 진찌 연대믿화의 근원이냐.증명하지 않으연 

그닝 얘기일 뜸이지 증명되었다고 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오쓰카 에이지 씨도 

하는 밀이 정말 이 순정만화가 일온의 전통적인 그림에서 온 거랴고 생각을 

하느냐‘ 일본에서 이컬 당연하다고 말하는 일부명른가들이 있어요‘ 어디틀 

어떻게 생각해외도 일온 전통그립에서 순정안회로 간 게 더 잊지 않느냐‘ 자국 

문회에 대한 일종의 내셔빌리즘이기도 하죠 자국의 고전적인 전통문확로부터 

연대의 서브 형저들이 이어져 나왔다고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서잉 사람들의 허락을 믿고 호명을 믿고 싶은 성양에 대한 

비핀으로서 아끼 “오타쿠p진, 베니스 비엔날레에 오쓰카에이지 씨가지적을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일연 전동에서 온부분도 있긴 하겠지믿 모든 것을 다 

일본의 전동으로부터 잦을 수는 없다는 하나의 생을로서 일온스 무하로부터 온 

것이 더 가갑지 않느냐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징식적인 문앙이랴든지 얼굴의 션, 

머리카락의 묘사랴든지 이게 전동그럼과는 굉장히 다른 부룬이 있다고 생킥을 

하지 않느냐는 말을 업니다‘ 

또‘로도스도 전기〉랴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그린 이즈부지 유타키랴는 

직가의 그럼도K알폰스 무하·전에 한국전에서 전시틀 했어요.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무하의 영g을 받았다고 본인도 무하 전에 잠가일 수 있는걸 영굉으로 

생각한다고 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국 작가 룬들도 많이 작픔을 전시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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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요. 재암 즉에서야 알폰스 무하는 직가가 백 년 전의 작가지믿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틀 하고 싱었던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종의 선배 

직가다. 이게 액 년이랴서 약간 좀 선배리기엔 너무 멀다고생각맡 수있지만요. 

회화와 인화로 다른 징르로보이지만요. 그래도이건 선배 직가와 후배 직가다‘ 

어자피 미술계에서는 일폰스무하ef는 작가가 그렁게 크게 인정을 받는 

직가가 아닙니다.그형다연 더 흩를하게 생각하는 쪽에서 포커스를맞추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랴는 생각을 였던 것이죠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도 밑그럼 

딘계가 있다는 거를아까무하의 다른 직픔들스케치틀 겉이 보다보연 룰 수 

있었던내용인거죠 

스떼인의 화가 고야으| ‘거인〉은 근래에 연구된 바에 의하연 고야 작픔이 

아니리고 하더리고요. 고야의 제자가그린 것이 아닌가하는 연구 결과가 었던데요. 

인상마의 시조리고도 하고마네와 피카소의 영g을 많이 미졌다고 해요‘ 

사실 만화가들도그런데 독특한 그림이나묘사나 기업을 개발하연 

굉장히 당대 같은 직기를한터| 영g을 많01 끼집니다‘ 정말 특이하다. 늘랍다고 

직가들이 되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욕 미슐인 아니러 다른 룬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미카소는특히 써로운 컬 많이 짖었다고 하는얘기틀 

들었거든요. 정은 작가들이 새로운 결 한다고 하연 굉징히 집요하게 잦있다고 

하는데‘ 그형다연 혐었을 때는 선배 작가들한테서도 기존의 잉식과 다르게 

색다르게 그러는 사림이 있다연 잦아가지 않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술 쪽 내용은모르지만 민화가들이 그렇게 하는 건 되게 많이 

왔었기 때문에 ‘아 이게 한 액 년 전 이액년 전에도 똑겉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랬겠지 않갱는가’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야의 그림을 보고 마네나 

미카소가영힘을 받았다는얘기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연히 하이아트쪽의 미슐계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틀을 미슐 교과서 

내에 싣고 이러진 않겠죠‘ 그닝 일러스트레이터로 룰리는데 정팍하게 이거틀 

회화와의 연계성을 생각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애매한 부문이 있지 않은가 

생각 해왔거든요.아무래도 민화랴는 장르 자치|가연대에 유행하는 징르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대의 직가들을 많이 보는 경양이 있습니다‘ 액진스키도 

한국 내는 마진가지고 일온쪽에서 만화가들이 좋아혔던 직가 중 한명입니다‘ 

대표적인 게 빼|르셰르크i리는 민화입니다.‘베르셰르크〉에 말을 탄해골기사 

그립이 나와요. 해골 밀 같은 경우도 액진스키의 그림에 나오거든요‘ 푹 이컬 보고 

그였다는 건 아니겠지만 싱상역의 원전이 어느쪽에서 왔는가하는 흐름은 룰 

수 있다는 얘기죠 액진스키의 확집이 빼|르셰르크씨의 직가가얻동하던 시기에 

일본에서 줄핀됐으니 작가도 왔을 거란 얘기죠 

르동이랴는 작가의 1878년 눈 기구랴는 기구에 눈이 달었는데 기구 

동그린 부문에 텅이 나와 있거든요.르동이랴는 직가도 프랑스 상징주의 화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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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미 1800년대 죠|근 작기란 말이에요 1916년에 죽었으니까요 일딘 

인상따에 속한다고도 하던데 특이한 그림을 많이 그렸더리고요. ‘키클톱스’랴고 

신회에 나오는 외눈벅01 거인도 그렀는데요. 거인 그림은 뭐 신확에 많이 나오는 

소재다보니까 미술에서도 많01 그혔는뎌| ‘진격의 거인〉이랴든가 일본 만회에서의 

거대힘의 원전도 사실은 거슬러 을랴가연 영양력이 있지 않을까. 

‘Of~lebet는 민화 저음에 나오는인상적인 컷이 있습니다. 일종의 

원자폭탄 같은 게 터지연서 펴|허가되는 장연인데요‘ 컷 가운데 하딘부는 일온에 

유영한 사진작가가 사진을 가지고수동으로 조작을 한 앙식으로 인들어낸 

직픔인데 이게 아무래도 아키랴의 원전이 아니겠느냐 랴는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말하자연 컷 상딘부는 원폭이 터진 이후에 히로시마인데요 가운데 건물이 

몇 개 쉴아있지만 니머지 부문들은 완전히 울타오른 얼만이 되어버렸죠. 이런 

것 같이 저 사진에 영양을 췄을 것이고 사진 자져|는 196。,70년대에 휠동였던 

사진작가의 작픔인데 그게 8。년대에 와서는아키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서브컬져든예슐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화도 사회 연상이나 

정치적인 것들과 거리틀 두고 생각일 수인은 없습니다 당연히 작가는 연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캐릭터랴는부문에 있어서도 민회는 

미술안이 아니리 예술 진지|에도 관련이 있다고생각잉니다‘ 미술에서 캐릭터에 

대흰 연구로 죄근 논의되는 사안 중 of나가 고대 관싱확도 캐릭터틀 그리는 엄에 

대해 해부액이나형태획으로 이어지거든요. 르네상스 이후에 관상억도골격 같은 

걸따지잖습니끼? 

동잉 쪽의 관싱도 비슷하지만 서양쪽은 더더특 혜부액 쪽의 골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형게 골격을 따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말이죠. 일본의 1800년대 소설가가 소개한 캐릭터 조형른에 대연 

책이 일온에 있는데 그게 제목이 에|용 해부액〉이에요. 캐릭터 조형른이 해부학 

책에 있다는 얘기죠. 연렁이나사람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그힐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컬국은 해부액적인 지식이 밀요하다. 데생에 있어서는 되게 기본인데 

민회에서도 되게 일반적으로쓰이고 작업소에도 많이 나융니다. 미슐에서도 

""연히 과거에 다지나왔던 길을 안화가 따랴긴다는얘기죠 

소설에서는군싱극이 결국은 캐릭터에 중심을 둔 작업일 텐데 대표적인 

게 동잉01랴연 ‘심국지,죠. 서브컬저외도 굉장허 가까운 장르에요 캐릭터 

중심으로 즐아가는 스토리는 안찍나 게임으로 인들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연대의 소설 중에 가징 대딘연 소설이랴고 많은 작가들이 명가하는 

직음 중 하나는 15。명이 넘는 등장인물이 등징하는 군상극 캐릭터 중심으로 

한 작극른을 멸져요. 앤 앞에 소개혔던 ‘세계안확 액원〉이랴는오쓰카 에이지의 

책이러든지 캐릭터 메이커et든지 이런 잭틀을 보더리도 결국은 만회도 

캐릭터et는 컬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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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면으로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연 미술잡지인 무ef't미 다카시의 

t미술 수집」이랴는 잡지에서 하즈네 미쿠et는 서브 컬저 캐릭터를다룬 특집호가 

있어요‘ 부록으로무ef't미 다카시의 피규어 작픔을 었습니다‘ 인화나애니메이션 

집지에서는 부록으로 많이 주지믿 미슐 집지에서도 부목으로 웠었습니다. 

우리나et에서도 맙아트 계열에서는 당연히 만회와 애니메이션에 영g을 주고맡는 

월동을 형은 직가들은 많이 하시니까 이미 보셨으리랴 생각하는데요. 

심성미술핀 을러토에서 얼였던 무ef't미 다카시의 전시회도 있죠 아까 

웠던 미규어의 원형직픔 앞에서 사진을 픽습니다. 이 사람도국내에서 주목 많이 

믿았던 이유가루이비동의 미크 제이콜스가 무리카미 다카시틀 조대했읍니다. 

루이비용도 유영한 브랜드 디자인이 모노그램들이 연속되어있는 무늬인데 

무리카미 다카시의 대표적인 작픔도 연옥적인 꽃무늬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였던거 같아요‘ 매션도미술과연계성 있는장르인데예술로아직까지 

인정받지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대의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각알수있지않을까. 

로탱으| ‘지옥의 문〉을 하나 삼성미술관이 보유혔으니까‘지옥의 문, 

잉즉에 무리카미 다카시가 안든 조형물을 전시혔더리고요 바로 며영 전에 

발표됐는데 무리카미 다카시가 K도리에몽·전을 흰다고 합니다.아직 한건 

아니고요‘ 그럼 무리카미 다카시가 K도랴에몽·전을 한다연 이건 서브 컬저 

전시회인지 미술 전시회일까요? 무리카미 다카시 온인은 앙아트 연대 미술가리고 

힌다연 일담 그 사람의 직픔이 미술인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싱어요 

또 베니스 비엔날레 K오타쿠·전 이게 일종의 을립픽겉이 국가열로 하는 

전시회지 않습니까? 잉식 자져|는 만국 벅림회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일본관 

뒤에다 오타쿠리고 써서 오타쿠전 때 일본관을 오타쿠관으로 만들어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오타쿠의 전형적인 것들을 전시했어요. 아키하바리의 거리 

릉경Olet든가. 져|가 전시했던 건 온러인 커뮤니티에 대흰 전시였어요. PC동신과 

딩시 있었던 들로그 같은 것들을 전시했습니다 사실 오타쿠문확와 온et£! 

커뮤니티의 관계성은 일온이든 미국이든어디나 다 똑같은 것이긴 해요‘ 딩시 

한국에서 화제가되었었던 온랴인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빔 장연 낮 장연 

이형게 혔는데요. 하딘부에는모여 있는 그럼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코스프례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장연들도 배지혔고 딩시 춧울시우|틀 하기 위해 모인 장연도 

배지했는데요. 일본 곁은 경우엔 오타쿠와 정지성을 구룬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한국은 그게 구룬되지 않는다.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쨌거든요. 

전시회에서도 K코믹마켓 준비회·같은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연명대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였고요. 일온 내에서도 사실은 

그게 구문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혔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특히 온a엔 

쪽에서 오타쿠들의 정지성이 더 발연됐다고 생각을 혔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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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아끼 말했던 일온스 무하의 ‘슬러브 서사시〉도 상당•I 캐릭터적인 

그림이죠 가까이서 보연 엄정나게 크고 벅역 있는 그림인데도 보다보연 

캐릭터성이 느껴지는그럼들도 많이 있었어요. 큰 테마에서 느껴지는스토리성이 

있는 그림들이었다는얘기죠 또 국내에서는요 이것도 역시 일온스 무하의 

이르누보앙식의 영힘을 맡은 김진 작가의 1815년대의 유럽을 배경으로 한 

슨정안화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1815년의 유컵을 배정으로 하고 있지믿 안국에 

대해서 얘기 하고 싱어 하는 작픔이란 얘기죠. ‘터|르미도르i도 프랑스혁명을 그런 

김혜린 작가의 안확인데 사실은 정치와 서브 컬저가 연관이 되는 건 자연스럽고 

""연한 겁니다. 김혜린 작가가 작픔을 만들었던 시기틀생각해보더러도 

월 말히려고 했는지는 익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오쓰카 에이지 씨 같은 경우 

특히나 모든 사람들힌터| 다 비판을 가하는 작픔을 그리고 싶어 하는 직가랴서 

피해자의식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얘기틀 많이 앙니다. 이걸 자세히 다 읽으실 

밀요는없고요.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긴데 ‘일온푼안이 아니랴 한국역시도 베트님 

전쟁에서 가해자가 아니었느냐’ 란 얘기를 일본인이 하연 한국에선 기룬Lf를 

수도 있는데요. 연국에 발표하는 잭에 그런 얘기틀 꺼리질 않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익을을 두려원하지 않는문이에요 주로 일온 욕을 한국에서 하고 

한국 욕을 일본에서 흰다연 펀알 텐데‘ 이 룬은 일온 욕은일본에서 하고 한국 

욕은 인국에서 하는 성양이 있는룬이랴서 거의 얽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미혜자리고 드러내려 합니다.그래야 

자기가 안전한 우|지에 있으니까요‘ 근데 직가는, 징작자는그래서는 인딩니다. 

이게 무리카미 하루키에 대연 비핀으로도 이어집니다‘ 일본에서 무ef'f미 

하루키의 가장 죠|근 신작이 ‘기사암징 쭉이기〉에요 님정대액쉴에 대연 얘기가 

나온다고 일온우익들이 많이 비만했죠 덕문에 국내에서는 역시 무ef'f미 

하루키는그런 정지적인 얘기도 두려원하지 않는 작가리고받아들이는 것 

링은데요. 사실은오쓰카 에이지 씨는 무리카미 허루키가 이걸 이번에 저음 

한 게 아니랴‘잉을 둘러샌 모엄〉,‘태업 감는 새〉에서 만주 사변에 대해 이미 

다뤄왔었다.그 자져|는특이한 게 아니다‘ 일온 내에서 남경대액살 얘기가 저음 

나왔다고무리카미가 갑자기 정지성을 드러낸 마냥 비핀을 하는 게 문제랴는 

비핀입니다. 

사실은 무리카미 하루키도 미허|자의식을 드러냄니다. 자기 자신이 

개||자ef는 컬 인정하지는 못한다는 비핀을 맡아요 쭉이는 쪽의 윤리다. 

살인자도 사실은 살인하고 나연 쾌감안 느끼지 않는다‘ 마이너스의 김정을 느낄 

수 있다‘ 쉴인을 저질러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것을 이제 쭉이는 

쪽의 윤리리고 표연 하는데요. 정밀흑임을 당한자의 입장에서 얘기틀 하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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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죠 그나마무ef'f미 하루키의 글이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나은 정도 

수준입니다. 컬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부서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리카미 하루키도 조금 더 성숙해졌으연 중겠다고 생각해요. 담순히 상징이나 

우화가 아니러진찌역사로 한번 써온다연 풍을 텐데요 룰른 그런 성숙하지 

않는다는 점이 작가로서 무랴카미 하루키의 특징이에요. 이런 부문이 무ef'f미 

하루키기 서브 컬저와의 진화성 있다 명가맡는부문이기도 하죠‘ 

언제까지고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오랫동안 민화나 

애니메이션에서 해온 일입니다. 소위 말하연 끝나지 않는 학교 축제리고해요 

인확 연재는 20년, 30년 이어지더랴도등장인물들이 나이를 먹지 않아요. 

‘명팀정 코난》은 작중에서 쓰는핸드폰도 스마트폰으로 바뀌는데 애들은 계측 

애들이에요. 도대제 어떻게 시간이 르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브 컬저에서 많이 

지적되는특징입니다‘ 무리카미 하루키도 어떻게 생각하연 지랴지 않는 즉연이 

있죠 

정치성 

아까 만화와도이어지는 얘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명른가 이마무리 다이헤이가 윌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말하기를‘형태틀 연과 선으로 흰원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다.”리고 해요‘ 윌트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은 작업 콘티틀 보건 스케치륙을 보건 캐릭터가 전부 다 

원이 그려진 선과 연으로 흰원되는 형태거든요. 세잔이 밀한 “만물은 전부 원과 

원추와 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서 나아간 캐릭터가 바로 미키마우스, 

도날드, 틀루터 이런 디즈니 캐릭터란 얘기죠 01마무랴 다이헤이의 인화 

영화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어지는 부문이 있어요. 그 영g을 얻은 

데즈카 오사무도 디즈니와는 다른 앙연에서 프로마ζH;밭 그려냈던 작가입니다‘ 

서브 컬저는 정치성이 있다고 띠로 강조일 밀요가 없을 정도로 ""연한 

이야기인데요. 맡리우드 자본주의의 소비에트 예술른적 수용이리고 오스스카 

에이지는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소련이리는 상대적인 양쪽의 상반된 정치세력 

사이에서도 서브 컬저는 영g 알습니다. 잉금 밀흰 다즈니의 프로파긴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월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틀 맡 수없네요.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연 오섣카에이지의 책에도 조금씩 실려 있습니다. 

여|틀 들어 나우시카도무장 비무g뼈| 대연 얘기입니다‘ 미야Xf'I 

하아오으|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어| 나오는 거산영이 말하자연 

대량파괴 무기에요 그거에 대한 나우시카의 반응이나 극중에 등장하는 징연이 

전쟁과 테러리즘과 어떤 관계냐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냥 보연 I:!숨한 핀타지 

직픔으로보일수도 있지만요. 미야Xf'I 하아오는 연실 속에서 살아가니까‘ 

직픔을 인들 때 이라크 전쟁이리든가 테러리즘에 대해 온인이 생각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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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알수밖에없다는。”겁니다. 

오늘 얘기가 결국 어떤 컬른을 내기보다는 소개틀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시긴적인 문제도있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탓에 걸른이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러서요.어쨌든 미술이 서브 컬저와 

접근을 흰다든지 흔은 서브 컬저의 입징에 있는 작가 룬들이 하이야트쪽에 

접근을 흰다고 알 때그게 특이한 일이 아니다.어떻게 보연 상딩히 일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흑은 정치성을 드러낼 때의 프로파긴다 문제도울른 

있갱습니다.그 자져|로 많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틀 하고 싱었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 주로 얘기 었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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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ze"。lab’s practice 

밑상외힐션,제로g 

1 룰장의시각화 

각 개인이 비리보는 사획예 대인 시각을 

g은 문g을다엉흰 앙엉을 동에 시각확 

힐니다. 당순히 g징을 쓰는 것애 그치는 

것이 아니랴. 문장이 딩고있는 의미를 

시각적 표현을 용빼 드러내는 잉식을 

고인혀고 져연찌에 g연혈니다 --￥티 
죠앙을 활용안 타이포그래피,용이틀 

월다 률이는 를려쭈, 직접 그리는 드로잉 

등의 앙식을 휠8tt니다. 

2 며껏제혹 

각자의 문장을 담아낼 Ill켓을 

제학g니다. 목용 워크용을 통해 피셋의 

크기와 형혜틀 를징하고. 직접 나무틀 

져르고줄여 X’학억 학정을 경엉.니다. 

3 미옛완성 

제찍된 피켓에 자신의 문징을 스텐엉 

기.으로 운사학여 g성앙니다. 훈비핀 

스프혀이틀 시용빼여 컬러를 선에쩌고 

를장의 배치를 고려하여 제작앙니다. 

Everyday, zerolab's practice 

Everyday Practice, zerolab 

1 Visualization 。f senten잊S 

We have t。visualize sentonces 

c。ntainir영 thepe~es。f

..,ch individ때’s s。ciety through 

vari。us meth。ds. Rather than 

just writ ing sentences, we s、。uld

·αess while thinking ab。ut

how t。 express the meaning 

。f the sentence thr.。ugh visual 

expressi。n. We will use such 

me상lOdsas type꺼graphy using a 

c。mputer typeset, collage made 

by cutting paper, and drawing by 

hand. 

2 Pocket pπ녕ucti‘。n 

We make a picket in which t。

pUt each sen아nce. Thr.。ugh 

thew。。dw。rkingw。rksh。p the 

size and shape 。f the picket is 

determined"'녕we experience 

the pr。cess 。f pr。ducti。n by 

cutting and past’ngw。。d by 

hand. 

3 Picket Completiα1 

It os completed by sαaying 

。ur。wn sentence with the 

stencil technique 。nt。 the 

manufactured picket. Use the 

P«epared spray ·。 select c。lors

and t。 make arranger끼ents for 

the placement 。f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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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zerolab’s practice 

일상의실천, 제로랩 

4n Eνeryday.zerolab’sp••αce 



--‘ 

미켓(picket)은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징 

보펀적으로 사용되는소동잉식입니다. 미켓은 여러 군중이 모인 집회 장소에서, 

때로는1인 시위의 잉식으로 사용되며, 한국의 많은 Et져|들역시 각자의 목소리틀 

일리기 위해 미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크융에서 잠여자는 킥자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발언을 

타이포그래피, 드로잉, 콜리주등의 기업을 휠용하여 시각확하고,그 결과를로 

미켓을 제작하는 경엄을 하게 딩니다. 문징의 내용을 반영알 수 있는 시각언어틀 

도줄하며 그래픽디자인으| 아이디어 도줄과정을 정엄하고, 나무틀 직접 자르고 

조립하는 정엄을 통해 제작의 기온 담계틀 지|엄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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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삐 
『요 

2017.08.04.FRI 
18:30 - 20:30 
섭마루강당 



STEPACR。SS THE BORDER 

써다g,유기농익후, 

히셰기와 요에이+.니지 

공면일정 

19:。。 -20:00

디제이 듀오 ·하세기와 요에Ol+i;u .. 1x1’ 

20:。。 - 21:00 

헨드 ‘유기농액쭈’ 

이번 ·예술로 가로지르기’으| 공연얘서. 

밴드 .휴기농액주·와 디제이 듀오 ‘하세기와 

요헤이··나지’틀 소껴안다. 측의 근낌을 

잦아가는 연드 I유기농액주.는에너지가 

넘지고야생적인 사용드를보여주고 있다. 

사이키댈릭의 영g음 많이 받은 펀이연셔, 

악기의 g성예 잉어 Offll 징통특억기인 

연디르를 주 리등악기로 사용함으로빼 터특 

주슐획이고 윈시쩍인 사운드가톨보인다, 

디제이 듀오 ‘하셰가와 요해OI+후니XI”능 

쩍근 .성딩 듀오이다. 장기학와 얼훌웅엌 

기타리스트이기도 안 혀세가와 g헤이는 

유영인 에E드 수집가이다 초|근대암, 

밀려|이시Of, 싱가포르, 흥콩의 고고/ 

트위스트틀 정리한 외스에잉을 밀매빼기도 

혔다 .니지는 .딩신이 .는 브혜01-크 

가요의 모든 것 져1 2안”이et는 믹스시디로 

세상에 이를이 알려진 디제이다. 흰국 

음억용인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음역E로 

믹스시디틀 발매연 찍이 영다. 

STEPACR。SS THE BORDER 

Park Da-ham, Band 。rganicbeeι

Hasegawa y。hei + Huni’G 

Perf,。rmance schedule 

19:00 - 20:00 

DJ Du。 Hase얻waYc。het + Huni’G 
20:。。 -21:00

Band 。rganicbeer

In this perf,。rmance 。f •crossng

Thr0<」'ghArt”, we 1ntr。duce the band 

·。rgonicbee~· and D」 du。 ”Hasega 

Hl>seg<PNa Y。hei+ Huni’'G.•The 

band ·。rganicbeer", which seeks 

the 。rigins of r。ck, is full of ene땅Y 

and wild s。unds. It is influenced 야 

many psychede’· influences, so the 

sound π more masfcal a nd pnmitive 

thanks t。 the use 。,fa tradit,。nol

Arab d rum, the bendir, as @、e main 

rhythm instrument in the musical 

comp。sition. The DJ Duo Hasegawa 

y。he1 + Huni’G 1s a recently f。rmed

du。. Hasegawa y。heials。 a guitarist 

f。r the band Kiha ond Faces and 

Hasegawa Yohei is a famous record 

c。,,ect。r‘ Recently, they re’eased a 

mix tape that c。mpiles archery I 
twist in Taiwan, Malaysia, Singap。re

a”d Hong ’<or용 Huni’G is aw。rtdly
renowned D」 wh。 released a mix-CD 

called “The Sec。nd 。fAll the Break 

s。ngs Y。uAre L。。써ng F。r." They n。t

。nly make mUS1c in ’‘。rea, but .、ey
haveois。 면leased o mix- CD in South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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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ACROSS 
THE BORDER 

STEP ACROSS THE BORDER 
박다함, 유기농맥주, 하세가와 요헤이+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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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슐,무엇을 하고 었나요? 

악재용,허명근 

‘Oii슬로 가로지르기’이| 짐여하기 위해 

정기징직샌터까지 달려 온여러룬,특히 

마지믹 날까지 힘께 해주시고 있는 여러문은 

룬명 예솥에 관해 남다른얼정을 가진 문들일 

것이러생각영니다‘ 하지만 저는여러룬들이 

어떤 문들인지 힐 월지 못합니다. 나흩간 

열린 이 캠프의 마지막 ‘오픈클래스’에서는 

여러문이 어떤 사림01고무슨 고민을 

해왔는지, 강연과워크융, 오픈클래스에서 

발견힌 것들이 무엇인지를틀어보고 서로 

답하는시간을 갖도록 잉니다. 

Art, what are y。ud여ng? 
Park Jae-y。ng, He。y。ung-gyun
Every。newh。 came 。ver a ll the way 
t。the Gye。nggi Creati。n Center 
in 。rdert。 participate in ‘Cr,。ssing

。ver싸m Art', and especially th。se
wh。 stayed with us until the last 
day, are surely pe。piewith a passion 
f。rart But I d。 n。t kn。wwh。y。u

are. During the last f。ur days 。fthe
camp’s ·。pen Class," talk ab。utwh。
y。u are and whaty。urw。rries are, 
ask each 。ther ab。utwhat y。u have 
disc。vered in the lectures, w。rksh。ps

and 。pen classes, and take s。me
time t。 a nswer each 。ther's

quest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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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무엇을 하고 있나요? 

Art, what are y。u doing? 

박재용,허영균 

박재용 안녕하셰요‘ 어져| 인스타그램에 을랴온 사진을 보니까 파티가 매우 즐거웠던 

것 같더랴고요. 지금 밍이|서 아직 쉬고 계신 문들도 있을 거 같고요.제가2년 전를 

경기장직샌티에 강연을 하러 왔는데 그때는 아짐 9시 반에 시작혔거든요. 저도제가 

무슨 얘기틀 하는지 정신이 없고들으러 오신 문들도 다들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나서 

사실 오늘 10시에 시작알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을 하연서 왔어요. 

허영군 안녕하셰요‘ 박재용 큐레이터님과힘께 이 시간을 진행하거| 윌 줄만사 

1도씨틀 운영하는 허영균입니다. 말을해주었던 대로 지닝빔 10시까지 많은룬들이 

설문지를 작성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룬들이 주신 그 답변을 저의가 주제영로 

정리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낌픽하고 작은 시나리오를준비해 진행해보려고 

힐니다. 떤하고 캐주얼하게 진형하연 풍을 것 겉습니다. 

박재용 일딘 저의가 저음 조대틀 믿았을 때 고민혔던 것들이 있어요‘ 저회가 사틀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일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원고로 

진행되는지 알고 싱다고 센터 즉에 요정을 드렸거든요‘ PDF 자료집을 보내주셔서 

다른 깅연의 원고들을 왔는데 너무 앙대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잠여하는 

문들이 괴연 다 소효}틀 알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리고요 저의 시간이 마지막 

씩션인데 그 프로그램들을 다 잠여하고나신 후러 여러문에게 에너지가 남아있을 

것인지 고민을 했고요. 피곤한사람들한테 우리마저 이렇게 설문지를 던지연 다들 

귀잖아하지 않을까 했어요‘ 

허영군 저의가 어저| 10시에 응답을 마감을 하고11시에 만나서 1시 정도까지 

회의틀 하고 여러문의 답변을 검토혔는데 사실 저음에는 ‘Of.,어떡하지.’랴는 

생각이 있었어요. 질문의 앙힘01 부정팍었던가, 모호했던가하는생각이 들 정도로 

딩연이 예상였던 것2f는 다른 것도 있었는데 원다 보니까맥락이리고 해야 맡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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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룬들이 이 챔프에 잠여흰 동기랴 맡수 있는 내연의 욕망 같은 것도 슬획 

보이더리고요 그얘기부터 시직하연 어일끼 합니다. 

박재용 시직하기 전에 언저 밀음드려야 알 부분이 있어요. 앤드폰에서 

‘슬러도(sli.d。)’를 접속하시연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세요‘’et는 ~I 떠있을 거예요. 
거기에 오늘 닐찌인 p。805틀 입력하시연 이름을 노줄하지 않고 저회가 얘기하는 

동안 궁금한 점을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러연 저의가 그걸 보고 딩연을 그때그때 

드힐 수 있을 것 겉아요 그래서 떤하게 공급하신 점 있으시연 입력해주시고요지금 

‘얼로’리고 어느룬이 입역을 해주셨네요‘ 일담 저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를 하는 

게풍을것겉습니다‘ 

허영군 저는 공연예술 줄만사 1도씨를운영하고 있는 허영군이에요 저는 

숱판사틀 3년 전에 설립해 운영하연서 연극 베이스의 공연 텍스트 작업, 

드러마터그(dramaturg)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연예슬 줄만사는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저|게 첫 사회 경엄이랴고 알 수 있는 잡지, 억술연구를 비롯해 

공연여|슐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재있는 이야기들과 작픔을 믿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료와 생동강 있는예술적 아이댐들, 아이디어들이 잊히거나 공연 하나로몰나는 게 

많01 안타까웠어요 공연 자져|도 계속 보는 사람들안 보니까요. 그런 생각에서 우연히 

즉흥적으로 만든 줄핀사인데 안들어 놓고보니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생기연서 어느덧 

4년자틀 항해 가고 있는줄만사가 되었습니다. 

일딘오늘주제가 찌|술로 가로지르기’니끼어떻게 저음 예슐계 일원으로 

진입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음을 드러고자 영니다. 짓 경엄이랴 일 수 있는 건 대액원 

시절입니다. 당시 한 예술잡지의 인터뷰 기사를휘재하고 글을 었고그 후 국립극단 

획술줄핀팀이리는 콧에서 연구원이자 에디터로 횡동을 하게 되었어요.그러연서 

흥대틀 기점으로 얼혔던 서울 프린지 에스티영(연재는 sν암동으로 이전)에 작음 

발표틀 하연서 이쪽룬야의 윌동을 시직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용 저는 뭔가 타이틀로 소개알 때는 큐레이터리고밀을드리고 있고요‘ 번역을 

많01 하고 있어요. 미슐 관련펀 일들을 번역하기도 하고 제가직접 글을 쓰기도 

힐니다“아트 인 컬져,,‘퍼들릭 아트〉 등의 집지에 기고를해왔고주로 전시집 같은 

것들을 섣고요. 국외의 몇 개 잡지들에도글을 섣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일을 시직해 아트 선재러든지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을 비롯해 직년에는 ‘인g 

공공예슐 프로젝트’등의 예술 행사이|서 기픽자, 흑 큐레이터 역알을 해왔어요. 

하지안 미술을 전공 하진 않아서 저음부터 큐레이터가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안 관심을 깅고 중아하던 일이었고 직접 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을 시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인이 좀 많습니다. 저음부터 제 스스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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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랴고 징한 것은 아니고 전시를믿든다고 하연 으레 큐레이터로규정되연서 

제 타이틀이 굳어진 것 같아요 

저의는 이런 식으로 킥자 포지션을 형성하게 펀 중요흰프로젝트들이 

뭐가 있었는지 얘기틀 해보기로 했는데요‘ 저| 경우 2009년 아트 선재에서 전시가 

민들어지는 과정의 코디네이터로 저음 E탠 업무틀 시직을 혔어요. 그형게 늘 핀림자 

입징에서 왔던 전시et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무틀 익히게 됐고요. 제 이름을 

본격적으로 걸고 시직흰 건 2。,12년이었습니다. 서울문찍재딘에서 ‘다원 예술 

프로젝트’랴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지원혔고 

그때부터 큐레이터랴는 명징이 룰게 되었어요. 

이틀계기로 .양싱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쉬웠던 것들을 내가 직접 

해보자.’et는생각으로일을 하게 됐어요. 연재제 관점을 엉성하게 펀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리고하연 가장죠|근에 진행했던 ‘안잉공공예술 프로젝트’랴고 알 수있어요 

져|가 8-9년 정도동시대 예술이랴는분야에서 일을 하연서 느낀 점이 

많았는데요. 가형 ‘왜 동시대 미솥인데 사람들은동시대적이지 않을끼? 흑은돈을 

위해서 안든 것이 미솥이 아닌데 어째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링까? 직가들은 

직업을 인들고돈을 영지 못하는데 왜 이컬 줄러샌 각종 ~겁들은 돈을 힐 영고 

있을까?’하는 의문들을 음게 됐죠 

그래서 오늘도 깅연을 오연서 많이 고민을 었어요. 다음 주에도 굉주에서 

비슷한 깅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 을때마다과연 오신 문들에게 내가 

윌 제공일 수있는지 고민하게 돼요. 예술이란 분야는 결국제 스스로의 안촉을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하지안사실 저의 안촉을 위해서안하는 거리연 댁히 예술일 밀요도 

없거든요. 백확접 가서 쇼g을 알 수도 있고 I:!숨히 돈 버는 일을 알 수도 있는데 굳이 

돈도 인되고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인정믿기도어려운예술을 내가 왜 하는 걸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연 여기서 내가하는앵동을 바리보는 사림 흑은 수용자를누구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걸까 생각하게 되죠. 질문들을 적어주신 설문지틀 왔을 때도‘내가 

누구링얘기틀 해야 딛지 모르겠다C ‘나는 어떤 커뮤니티틀만들어야 짙지 모르겠다’는 

등의 밀음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예술에서 즉각적으로 커뮤니티가형성되고 

그게 또즉각적으로보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그렇다연 이런 지점에서 과연 나는 

엔틸이 릉괴되지 않고어떻게 중징년까지 살 수 있을까하는 고인이 되는 거죠 

허영균 재용님은 외부에 의해 큐레이터랴는 이를이 울여진 데 반해서 저는제 

스스로 이름을 울였던 게 언저인 것 겉아요 국립극단, 국립아시아문회전당 등에서 

일을 했는데 그형게 제가 기관에서 일을 알 때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일과 

포지션을 설명하는 게 어엽지 않있어요‘ 그런데 프리랜서가 되연서 저틀 궁금해 하는 

사림들에게 저틀 어떻게 설명해야 일지 짐 엄지 않더랴고요‘ 사실 저는 그결 제가 

규정해야한다는 생각01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다앙한 일틀을 하니까 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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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하나틀 집중해서 큐레이터랴든가 직가흑은 연줄가와 같은 타이틀을 만들어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떡히 결정알만한포지션이 없더리고요. 제가 앞으로 가야하고 하고 

싱은 것들이 곡 어디 규정펀 이를안에서는 설명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형게 이를 정하기를포기했고 줄판사틀우연히 만들긴 했는데 줄핀사를 

민들다보니까이제는 다를줄만사대표랴고 일고 계시죠‘ 줄판사에 저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힘으로울리는데 그래도 줄만사가 있으니 저틀 소개하기가 

쉬워지고 저틀모르는룬들도 쩍 인드는 사람이리고생각해주시고 이런 캠프에도 

물러주시는것같아요. 

박재용 질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어띤 규정이 마음에 안들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떼를들어서 저는 큐레이터리고 저의 타이틀을 울이고 왔지믿 

.얻 큐헤이팅 하고있지?·랴고 묻는다연 “아무것도큐레이팅 안 하고있는데요.”리고 

맡 때가 1년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거든요. 이미 명엄에 그형게 적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는 부문이긴 연데 가끔 그런 영징을 거부하고 싱을 때가 있어요. 룰른 

잉서 말음주신 것저럼 그런 타이틀이 있기에 이런 비슷한 자리에 잠여of:거| 되기도 

하지안요. 영균님께서 스스로드랴마터그리고 말을하신 적도 있고 프로듀서랴고 

밀을하셨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공연예술 전문 줄판사1도씨의 허영군 

대표리고 정리가된 것 같은데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궁금했어요. 

허영군 네‘ 밀음드러연 그런 외중에 두 가지로 포지션이 정리됐던 것 같아요. 

드러마터그랑 공연예술줄판사 대표인데 사실은제가 줄만사틀 부업이랴고 생각하고 

공연여|슐을 만드는 게 몬업이리고생각했는데 직년과 을혜를 기점으로 주업과 부업의 

비중이 조금 딜ef진 것 같아요 그러연서 저를울러주는 자리마다 제가 되어야 하는 

어떤 아이덴티El(identity)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사람들이 아닌,그러나 일을 동해서 만닐 수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아직도 하나로규정하기 어염긴 해요. 

박재용 제 경우에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뀔 일 때 사업자가 밀요하다고 한 

경우가 있어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그 사업자는 서비스업이랴 업계에서 동번역이랑 

전시 자문으로등록맡 빼 고민이 많이 탔어요. 

허영군 저는 줄핀브로셔 디자인입니다. 

박재용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미술관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연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딘 밀01죠 저의가 요즘은얻 하고 있는지 

얘기하기로 했었어요‘ 요즘은 뭐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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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군 이제까지 줄판사Oii서 책이 6권정도 나왔는데요. 을해 싱반기에는 다른 외부 

직업들을 하느리고 1도씨로쩍을 내지 못혔어요‘ 그래서 을 하반기에는 1도씨에서 

기픽하는세 가지 시리즈를 내고자 준비 하고 있어요 • .,도씨 의곡선j이리는 이름의 

억곡집과디도씨 추적선J이랴는 이를으로, 이돋테연 작업 다큐멘터리 흑은 아카이브 

륙을 민들고 있어요. 떡히 설영하기는 어렵지만 추적한다는 의미로추적선이 있고요. 

또 비명선이 있어요. 이형게 세 가지 시리즈로줄만하는데 하반기에는 추적선 두 면과 

비명서 흰 면, 이형게 세 권을 줄핀알 여|정이에요. 

박재용 져| 경우에는 8윌 11일 굉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픈하는 전시틀 

준비하고 있고요. 작가 한 명이 모든 것을 진앵하는 전시이고 그룬이 예술 

김독이기연데 저는 프로젝트의 예산 구조안에서 큐레이터로 명명되어 있지만 

사실상 제가하는 일은 프로젝트매니저이| 가까원요‘ 슬직히 프로듀서리고 바꾸고 

싱은데 정해져있으니까 바올수는없고요‘ 나중에 어디에 가서 .져|가 그 프로찍트 

큐레이터였어요I'리고 밀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또 하나진앵 중인 일은좀 전에 

밀을드린 것저럼 큐레이터로 하는게 없는데 큐레이터로 울리는 것에 대해 조금 

고민이리고 말음을 드렸던 것의 연징션에 있어요. 일암 제가 주체적으로 기픽을 하고 

싱은 전시 프로젝트는 2。,20년이나2。22년에 하고 싱은 것들이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것을 맡까, 나는어떤 포지션에 있을까.’리고 고민하연서 글을 원고쓰는 일을 

많이하고싱어요 

시a에| 허락한다연 8월이 지나기 전에 큐레이터ef는 이를을 빼고 15년 전 

미술잡지 돋려 얽기’모임을 가지연 어일끼생각합니다‘ 일종의 행사가 윌 것 같고요 

이 행사Oii서 져| 영징을 룰인다연 앵사주죄자혹은 시킥띠|술연구자 정도로 하고 

싱어요.포지션에 대해서 자꾸얘기틀 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영 드릴 수있겠죠 

어져| 저의가 설문지를 살펴보연서 캠프 신청을 하실 때 어떤 고인이 있다고 

써주신 코엔트들도 정리를 믿았어요. 저회가원래 상상혔던 건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지 않고 뭔가 둥글게 앙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얘기혜 와주실래요?” 하고 마이크틀 넘기는모습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문 걸과틀 보니까익명으로 남고 싱다고 하신 문이 많있어요 

허영군 전져| 결과중에서 76%가 익명으로 남고 싱다고 하셨고 목소리를 나누고 

싱다고 하신 문이 24%에요. 

박재용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딩이 좀 우울했었는데요‘ 그 힐문이 캠프에 짐여하신 

이유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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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균 저의가 이형게 질문 드렸었어요. 찌|슬로 가로지르기 캠프에 짐여하신 

이유틀 여몰고 싶습니다.’ ‘왜 이 캠프에 짐여하셨나요?’ ‘무엇이 나를 여기로 이물어 

냈나요?’이 질문의 딩연들을 보연 이플림, 권태김, 무기력,아무것도 아니연서 

아무것도아닌 게 아닌 사림들의 안남 등으로 적어주셨어요 

박재용 그래서 다들 자신과는조금다른 실전하는(practicin밍 사림들을 믿나고 

싱어서 등록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얘기틀 들어와야 

일갱지믿요.그러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왔을 때 여러문이 다'Y흰 시림들을 안날 

수 있는 기회를 가겠겠다는생각을 었고요. 마지믹 날 아짐. ‘여러문의 원동역은 

무엇입니까?’리고줄었을 때 ‘같은밍에서 묵었던 룬들이 원동력’이랴고 딩흰 룬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네트원크가형성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생각을 했어요‘ 

허영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여러룬들이 주신 딩 증 가장 인상 깅었던 부분은관계, 

교육,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고립에서 벗어나 주변의 직업자들을 둘러보고 싶어 하는 

마음, 동료틀 믿나고 싱은 마음이었어요 

박재용 저의가 곡동료얘기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틀 했었는데요. 저| 입장을 조금 

밀씀드릴게요 좀 전에 저의 관객이 누군지 고인이리고 말을드었는데요 너무 

닝인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믿 100년 전 를 쭉은, 중은 쩍을 쓴어띤 사람이 저의 

동료일 수도 있고 제가 2018년 3윌에 기픽알 전시의 도록을 2019년 5윌에 읽을 

어떤 사림도 동료가 윌 수 있지 않을까생각해요 엉그제 TV프로그램 ‘아짐마당의 

주제가 항흘이흔이었거든요. 그닐 그 프로그램의 오프닝 엔트가뭐였냐연 ‘우리도 

우리가 이형게 오래 쉴지 를뤘다‘.였어요‘ 다들 10。살까지 신다고룰 때 지금 뭔가틀 

했을 때 그게 썽여서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알 수없죠‘ 저는 그 축적펀 무언가가 

이|싱지 못한 웃에서 이어힐 수 있을 거리고 생각하거든요‘ 그형기에 어떻게든 기록을 

힐 하연서 연재 작업을 하는데요. ‘너무 외로원. 나 고립되는 것 같Of.’리고 써주신 

룬들한터| “쭉은 사림도 동료고 미래의 사람도동료니까 좀 더 미음을 면하게 먹으연 

되지 않을까요?어떤 마음이신가요?.랴고 줄어보고 싱었어요 영균님은어떠셨나요? 

허영군 사실 저도재용 씨랑 동료잖아요 동료의 사전적인 의미틀 잦아보니까 같은 

직장이나부저에서 일하는 사람을 동료리고 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저로서는 

사전적 의미의 동료를 가힐 수는없겠지믿 재용 씨링알고지낸 지가 왜 됐음에도 

룰구하고예슐계나 문화 전밍에 대언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것은 4, 5년 인에 저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딘에서 조명을 믿고 있는 모습이 

낯선데요, 오히려 제가 하는일에 있어 공연예술을 민드는 거나 책을 만드는 분야에서 

동료리고느껴지는 시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동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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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el룰 수도 있긴 인터| 동료로 바랴보는순간 다른 감정이힐지 김상이 생킬 것 같다는 

생각을 혔어요. 같은 일을, 같은 프로젝트를 저리하는 시림들은 작업자 대 직업자로 

님아있는 게 저로서는 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랴고요 

같은뜻을 나누는 동인들이나동료들이 부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저의 

5, 6년 선배들이 모여서 어띤 집담을 형성하고 뭔가하는 걸 보고무쩍 부러웠던 적도 
있었는데요그 김정이 오래가진 않았었어요.오래가지 않았던 것은 힘들과 즐거울을 

나누는 김정적 동료와어떤 프로젝트를 같은 가지관으로 혜걸하는 일적인 동료, 이 

두 가지가 일치하기가어엽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동료el는 닝안이리고 해야 

힐까요?흑은 ‘동료리는 악E뻐|서 조금 자유로워도 각자가 가진 외로울과는 영개의 

일 아닌가?’랴는생각도 들었어요 

박재용 저는안떤으로 지난해 말를예술계 내의 성폭력과같은문제가물거지연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많이 얘기틀 하는 계기가 생겼다고느꼈는데요 ‘일종의 

공적인 것에 대한 김각을 가지고있다연 작업을 하연서의 외로율이랄지, 나의 관객이 

누구여야일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조금생각을 달러 해룰수 있지 않을까.’랴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줄어서 얘기하연 예술이el는 것이 어떻게 보연 금전적인 

수익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아니고1。0% 자기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리고생각해요 그형다고100% 님의 만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예술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어떤 진구가 저한터| 미슐계가 ‘돈 없는 연예계’리고 표연했는데 

그 의건을 다 동의하진 않지안 그 말에 짚고 가야 일 부문이 있다고생각해요. 사회의 

어떤 기준을 떠나 예술작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혼자든 동료와 같이 하든 온인이 

공적인 징 안에 있다는 감각을 잊어선 안되는 거 같거든요.그런 의식을 잉으연 

몹올 짓하는 사람이 윌 수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연 이싱흰 공공미슐조형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갈아요그래서 공공김각, 공동강킥01리고도 표언하는 것이 

예술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해요 

아끼 알려드린 온리인 장에 질문이 을랴오고 있는데요. ‘원래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된 그 우연한 기회는무엇인지?’리고 

물어보셨어요 원래 전공이 무엇이신가요? 

허영균 저는 학과 전공은 영문학과 일문획01고요. 대액원에서는공연예술획, 

퍼포먼스스터디틀 전공을 혔어요‘ 

박재용 대억원은일을 시작하고 나신 뒤에 가시게 된 거에요? 직업을 가진 뒤에? 

허영군 대억원 1억년 1획기 때 직업이랴는게 생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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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그러연우연한기효|는무엇인가요? 

허영군 중억교, 고등학교때부터 뭔가틀 계옥 했었어요 예술적 월동도 하고요. 

공연이 너무 중은데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밍엄을 올랐어요 공연을 그닝 가끼이서 

보고 싱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 공연장에 가연 관람객들에게 안내틀 해주시는, 

t하우스어셔’랴부르는 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하우스어셔가뭔지 올랐다가 

아르바이트 공고틀 보고 저음으로 하우스어셔틀 하게 됐어요. 그때아르바이트 

동료로 안났던 진구들이 연극을 전공하는 진구들이 많았는데요. 그 진구들이랑 

마음이 맞아서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 짐여하게 댔고요. 이게 지급 하는 일의 죄조 

계기였다고나 맡까요. 그게 20。9년이에요. 

박재용 저의 학부 전공은 영어영문획이었어요. 핵문에뜻이 있어서 비교문학도 

공부했는데 하다보니 사효|획도 해야겠더리고요. 그래서 세 개의 학부 전공을 였고 

대액원에서는 영문학 이른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미술을 정말 

중아했거든요 이트 선재가 개관하기 전부터 다녔고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진 

~태에서 번역 일을 하기 시작었어요. 아무래도 전공 덕문에 인문획 흑은 미술 

쪽으로 텍스트 번역을 알 일이 많았고아트 선재의 번역 일도 믿아서 혔어요. 이트 

선재 쪽에서 고마우니까 한번 와서 자리도 안진 마시자고해서 갔는데 그 믿님이 

계기가 되어 2009년 7윌 9일 ‘을랫폼 인 기무사〉랴는 전시의 전시팀 인턴으로 

저음 일을 시작했어요. 저|가 너무 중아하는 미슐관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접일 수 있으니까 저는 돈을 내고서랴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일을 

하고 보니 제가뜻을 두고 있던 연구 쪽과 비교했을 때 미술관 일이 좀 더 힐알 수 

있을 것 같은생각이 들더리고요. 원래 히려던 벅사 과정을 밍는다해도, 이틀테연 

19세기 굉억 매제 연구 벅사 이린 액.|틀 휘득 한다해도 앞이 캄캄허잖아요‘ 사실 

미술을 하는 것도 딩01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더 재미있게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장 ‘나는 석사가 끝나연 윌 해야 윌까‘’를 고민하던 

자였거든요. 미술관에서 요정한 번역을 믿게 된 일이 우연한 기회가됐던 것 

겉습니다 하나민 더 딩연혜를까요?공연예술과 같은 룬0년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영균 익명의 선생님꺼서 해주신 질문인데요.어제 저희가 드혔던 당연 중에서 

이 캠프에 왜 짐석했는지 여워왔을 때 ‘예술로 압 얼어먹을 사림으로서 다'Y흰 

예술 룬야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리고 답해주셨어요.어띤 

직업이나생계와 연결을 하지 않을 수없겠죠. 그런데 예술은 정밀로 먹고 살기가 

힘들까요? 전 사실 먹고살기 쉴지 않거든요.그런데 주변을 보연 다들 되게 할 사는 

느임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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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원래 힐 사는 것 아닐까요? 

허영군 원래힐쉴았다? 

박재용 어렬 적에 엄마 따리 미용실 가서 여성지 같은 거 보연 형상화가 모 씨의 

명징동 자택 같은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슐하연 다 명징동, 구기동에 

집이 하나씩 생기는줄 알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거기에 집이 었으신 문들이 

예술을 하시는 거더리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허영균 져| 진구들이요‘ 주연 룬틀을 보연 사실 무쩍 안타까운소식들도 많이 있죠 

생횡고를 적으신 예술가들 중에는제 선배들도 있었고요 공연예슐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표연하는 것이 어띤 의미인지는일겠어요. 그런데 공연예술을 

인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룬들이 ‘예술가는 먹고살기 힘들지.’리고 했을 때 

그 포인트가 뭔지 조금 공급하더리고요‘ 

박재용 슬직히 밀씀드러연 저는 지금 먹고쉴 만하거든요. 저|가 생각하기어| 

문제가 뭐냐연 제 기준에션 먹고쉴만힌터| 같은 나이에 번듯한 회사를다니는 

진구들 기준에선 그렇지 않다는거죠 죠|근에 제가아는 진구가 배달의 민족이리는 

웃에 사원으로 이직을 했는데 얼마 맡는지 줄어왔어요. 그런데 그액수가 저로선 

지난해 행사 때 받은금액과 같더리고요. 그 액수가 이쪽 업계에서는 명군지 

이상으로 받은금액이었거든요. 당시 g사의 예술 감독으로 있던 미국인 주은지 

선생님이 ‘한국인들이 이형게 돈을 적게 받는 것을 이해맡수 없고 적징 수준의 

돈을 주지 않으연 아티스트 디펙터틀 하지 않겠다.”고 해서 믿은금액이에요 

그런데 정역이 없는제 진구가 조용으로 저와 같은금액을 받더랴고요‘ 조|근에 

영진우|(영호}진흥위원회)에서 해외 영작 영화 면딩 사업이 있었어요. 해외제작사와 

잉직해 만든 다앙한 징르의 영화 중 한국을 좀 더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핀딘되는영화러연 액션이든 맹로든 상관없이 10억 원 기항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그래서 제가영호i틀 하는 프로듀서 진구한테 .흑시 지원을 믿아 

영화틀 만든 후 나중에 수익이 나연 다시 메이액(payback) 해야돼?·랴고 울었더니 

아니리고 하더리고요‘ 그 룬들은 돈 영려고 만드는 건데 나etoll서 2억-10억을 주는 

거여|요. 그런데 이르코미술관 같은 곳에서, 여|틀 들어 전시지원금 같은 것을 보연 

명망이 있는 직가가 영국의 큰 갤러리에서 전시틀 힌다고혔을 때 죠|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2전만 원 정도거든요‘ 2전만 원이연 사실 서너 명이 비앵기로 몇 번 왔다 

갔다하고 작음 설치하연 금앙 동이 나요. 그래서 점짐 드는생각01 담순히 돈이 

없어서 이쪽 잉연에서 먹고쉴기 힘든 게 아니랴 이쪽 룬야의 딘가가지가 너무 낮게 

명가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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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말늠 하셨잖아요‘ 예술계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모여서 

예술과 예술작업에 대연 딘가 책정에 대연 논의틀 한번 해야된다고요‘ 

박재용 네‘ 표준 딘가표도없고요. 사실 저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환~I 

조금 있었어요. 일을 하연서 해외 게스트로오셨던 룬중 인문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문은 미국에서 문화재단 같은곳에서 일하는 문이었어요. 그 룬 

얘기에 따르연 미숱E뻐|서 일하는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직을 못흰다는 거예요. 

LfOI가 않고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니끼돈을 많이 얼 것 같지만 같은 나이 또래의 

진구들과 비교하연 그형지 못한 거죠 그런 와중에 새톨게 들어오려는 사림들이 

많으니끼 신입들은 무급인턴을 하는 거죠 

허영군 저도 정밀 늘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진구가 스톡흩름에서 열린 

영화저|에서 일을 였거든요. 특유럽은록지가 무쩍 힐짙 거 겉다는 흰상이 있었는데 

무급으로 3개월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고 비자가 월아서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거기서 일한모든사람들이 3개윌 동안무급으로일을 흰다는거예요. 

박재용 그래도 거기는 죄소한의 복지가 있잖아요. 

허영균 그형죠 근데 개념에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무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요. 

게다가 9시부터 6시까지 즐타임 잡을 그렇게 하더리고요. 

관련 질문이 하나또을랴왔네요 찌|술은 지원금에 의존알 수엮에 

없을까요?’ 

박재용 의존하지 않았으연 중겠어요. 저는 직년과 을해 아르코미술관과 

서울문효}재단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지원을 맡기 위해 해야알 일들이 

시간 대비 비용으로계산해왔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쨌거든요 그닝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말지 싶더리고요 

제가 앞에 한 얘기틀조금이어서 해보연 딘가이| 대연 논의가 밀요한 거 

같고요. 예틀 들어 이번에 굉주비엔날레 대표 김선정 선생님이 재딘 이사징이 되연서 

앵사진명을 무급으로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저는 큐레이터로서의 그 룬 

감각을 무혀 중아하긴 하지인 이와 영개로 그소식을 듣고 힘이 삐졌어요. 얼마 전에 

제 일기징이| ‘내 목표 미슐인 딘가 높이기’랴고 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갔다연 과다 

임금 논란 이런 걸 일으켜서 .여기 큐레이터들 얼마 맡는중 일Of요?” 하고률안을 

터뜨릴 것 같은데 밀01죠 

여기 또 질문이 을랴왔네요‘ ‘프리랜서로 전g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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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균 아, 지원금얘기가 증룬히 됐을까요? 

박재용 지원금의 규모로보연 사실 연국이 예술연딩이 많은 나랴잖아요. 자몬 

덕택에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국제적인 거래를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허영군 그형죠 저는 앙보다 종류가 많아진 거 같아요 소액의 지원들이 더 많은 거 

같은데 고액의 지원들이 늘어났으연 중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박재용 저도 그랬으연 좋겠어요. 이를테연 3년 암위 계픽을 제줄하리고 했을 때 3년 

동안 수형하게 될 일정한 고|업에 대해 얼마틀준다는 기준이 명획하고그 책정 기준은 

적어도 직업에 집중하연서 생얻알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연다고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원금을 줄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잉엽이 100영 즐 

거 15명한테안 주는 식으로 인원을 축소알 수 있겠지민그건 또 형명성 논란이 있을 

테고요.연재 기금이 룬배되는 앙식도 사실 그런 안배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허영균 그죠 섬세하게 상용과 횡경을 따져서 지원하는 지원금제도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금을 믿는 아티스트들의 룰만이 지원을 받기 위한 직업 과정의 

증잉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콕 밀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런 의문이 

입도적으로 많은 것 같Of요. 

박재용 2012년이던가요? 노르헤이에 있는 。CA~。ffice f。rc。ntemporaiy

Aπ)랴는곳에서 기금을 맡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하연 

500만 원 기캉의 액수였고 이 그 지원금으로 사운드 아티스트들을 물러 원크삽을 

했거든요. 니중에 정산맡 때 그쪽에 연력을 해서 울어왔어요. ‘너희가 준50。민 

원 이형게 었고 조금 남있는데 어떻게 증명알까.” 하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증명맡 일요없고 너회에게 지원금이 밀요한 이유를 우리가 합리적이리고 핀딘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일 뜸이다. 질 었으연 됐고 남았으연 맛있는 거 사먹어.’리고 

얘기하더랴고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연 그게 맞는 거잖아요“나는 돈을 이렁게 쓸 

거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리고 했고 지원하는쪽에서 ‘아 이게 밀이 되는구나‘ 힐 

쓰렴.’이리고 해서 췄으니까요‘ 

허영군 그렇죠 식비로 1인당7전 원으로 싱정되어 있을 때 다섯 명이 같이 먹어서 

2개틀 2만 얼마찌리틀 주문해 먹었어요. 그런데 니중에 증밍을 하연 1인당 

7전 원이랴는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룰러야하는 식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공정성을 위해 마련한규정이리는 것은알고 있지만 그 공정성에서 섬세얻 

고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는 미로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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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그혈 때는그냥 금액안찍어딜러고 하시연 되지 않을까요? 

허영군 가게에다가요? 하하, 사실 지원금에 의존한다는 표연을 저도 쓰고 다른 

사림들도섣고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의존하기도 하지안 사실 지원금이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금액이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휠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것저럽 인들고, 또 의존해야 알 수 있는 

것저럼 조성되는 제도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박재용 저는 우리 탓도 있는 것 겉아요 지원금이et는 것은 지원을 받았을 때 직픔의 

윌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역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지원금을 

인 밭으연 아예 작업 자져|틀 알 수 없는 상태리고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도 약간 

문제인 것 같거든요. 밀음드혔다시미 제가 작년이나 재직년에 면딩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요.지원금으로 사람을 기용해 제대로 하든지, 아니연 지원금 

없이 내가 셰셰흰 것 하나하나까지 관리일 수 있는 사이즈로 해야지 생각했고요. 들 

증 하나가 아니연 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제 나름의 결른을 내려버었거든요. 

허영군 그래서 오히려 지원금제도가 작픔을 다앙하게 하지 못하는 거 겉아요 

500만 원띠리 느낌의 작픔이 계속 보이는 것 같거든요 공연 분야에서 

500만 원, 1500만 원, 200。만 원 지원이 있으연 ‘아, 이거는 2000만 원 지원 

직픔이구나.’ 하고 짐직하게 돼요 

박재용 아, 그게 보이셰요? 

허영군 네. 왜냐연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요‘ 잉업른 자져|가 달랴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연실이리고 해야 짙까요? 

박재용 앙금 을려주신 글 중에는 지원금도중요하지만 여|솥에 대한 일반인들의 

교육이 밀요하다는 밀읍도 있었어요. 

허영군 저도 그이야기틀 하고 싱었어요 교육이 짐 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제가 공연여|슐줄만사1도씨를 하는데 줄핀사에 대한 설명이 일요 알 때 주로 이런 

표연을 해요 ‘독자가 관객을 기다리고 관객이 독자를기다린다.’ 사실 이런 기지로 

1도씨를 설립을 했는데요. 가렁 무용을 보러 가연 늘 무용을 보는 사람들이 객석에 

있고,또연극을 보러 가연 계속 마주지는 얼굴들안 미주지게 돼요 그러니까 공연을 

공연으로인 소비하거나양유하는 떼쇄적인 문화가 문제랴고생각해요. 잭Olet는 것과 

공연예슐의 근본적인 슴성은 굉장히 다른 것인데요 공연예술이리는 것이 공연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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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거나 접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킬 수있을까고민했고 그게 

책이리는 굉장히 보떤적인 매제가 하나의 접점이 딛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연예술줄만사1도씨 책들은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문들을 격냥해서 

만들진 않아요. 그 룬들이 인보셔도 공연예술을 접한 적 없는 시림들, 연극과 무용을 

온 적 없는 시림들이 잭을 읽고그 나름의 잉식으로관심과 이해도가 생기연 좋겠다는 

게제생각이거든요. 

박재용 저는 책을 안드는 사람은 아니지만좀 전에 밀음드었다시피 

퍼들릭(public)한 것에 대한 김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틀테연 뭔가틀 

쓴다고 일 때 그냥 내가 보려고쓰는 것과 언젠가 누군가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것은 굉징히 다르거든요. 기록의 앙식이랴든가진정성 곁은 것이 달랴지죠‘ 

마찬가지로 어띤 전시나 공연에 대해 들로그에 담명을 남기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 을리는 것에서 모든 게 달E댐 수 있다고 생각허|요. 

허영군 저는 지윈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해주는 기관의 역알도중요하다고보는데요. 

말하자연 예술 감각을 가진 g정가와 앵징적 감각을 가진 예술가들이 소동을 하연서 

조화틀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회예슐을 시민들과 g유하겠어.’하고는갑자기 

길거리에 거리공연만 3년 내내 안다는 식은 중은 시도가 힐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바림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Of:까 나웠던 얘기지만효|사를 다니는 진구들이 

.예술가들은 돈 영어먹고 살기가 엄들어 •• 리고얘기를 하연 저는‘너의가 안 보잖아 

영화안 보잖아 •• 리고 대답을 하거든요.조대권을 주지 않으연 일부러 공연이나 

전시틀 보러가지 않는 사람이 대부문인 싱항에서 과연 예술~겁이 팍장맡 수있을까 

하는의문이들어요. 

박재용 그래서 저도 번듯한 직장인 진구를흰테 .너네 휴가 이틀만 줄이연 하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밀해요. 

허영균 비교랴는게 무척 위운 앙엽이고 뭔가 극영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 

잉엽이지믿 비교의 잉식을 통해 도줄되는특징은 지업적이리고 생각을 해요. 

순수예솥과 대중예술의 자이틀 알기 위해 비교틀 한다고 해도 발건알 수 있는 건 

지업적인 것 걷고요. 그냥 순수예술과 대중예슐에 대한 각각의 탐구가 그 자이틀 더 

명획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박재용 저의 얘기틀 들으시다가뭔가코멘트틀 주고 싱거나 궁금한 게 있으연 

온러인 메이지에 남겨주셔도 중지만 바로슨들어 주셔도 중아요 뼈|크도준비되어 

있어요. ζ빡하게 온인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주시연 풍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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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1 저는 경기 굉주시에 거주하고 있고요.문효f71픽을 하고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온이유는소동을 하고자 였던 것이고 깅연만 들으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들의 고민 같은 걸 같이 토른해주셨으연 하는 

바럼에서 밀음드렸습니다. 

허영군 감사합니다‘ 저회가 이 수업을 준비하연서 얻 고인이 이 세션이 캠프 전져|의 

마무리 자리로써 4악5일 동안의 일정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랴 저희 나름대로 어띤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점이었어요‘ 

박재용 저도 그생각을 했어요. 저|가 연 2년를 전에 경기징작센터에 웠을 때 결심을 

한 첫 번째는‘다음에 오연 나는 절대 대중교통 타고오지 않을 것이다.’였어요‘ 그때 

대중교통을 타고 약 3시간이 걸었었거든요. 당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자고 갈까?’였어요. 사실 이웃이 외괴에 있어서 멀기도 하고요. 말을 

주셨다시미 가족과의 휴가도 포기하고 또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다 끊고 와야 알 

만큼 제악이 많으셨을 텐데요.그러다보니 4빅5일이 정말 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끈기가 없는 사람이랴4빅5일은 못 있었을 것 같아요. 말을주신 부문을 

저의 강연과는 싱관없지만 저도 생각였던 부문이긴 잉니다‘ 그리고프로그램이 너무 

응κH하다보니 4일 연옥으로 이어지는프로그램들의 필자럭에서 ‘우리의 세션이 과연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죠 

허영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여러문을 여기끼지 이끈 원동력이 뭐였는지’ 

였거든요. 가장 궁금였던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더 얘기틀 나늘 수 있으연 

중겠다는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두 발언하되 이틀 통해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이크틀 넘기는 앙식으로 진행하고 션생님들께서 이야기를나누실 기회를 조금 더 

많01 갖도록맡게요. 

박재용 셰 번째 질문이 ‘예술계 그러니까아트ef는 필드 안에서 자신 스스로틀 

어디에 위지시키고자 영니까?’였어요‘ 흑 어떤 역맡, 어떤 포지션, 어떤 르를 언에 

본인을 놓고 싱은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허영군 사실 저의가 여러문들인테 가징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박재용 저의가 준비틀 하연서 ‘잠여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랴도 정리흰 

싱태로 집에 돋아간다연 이 캠프는 성공이다.’는얘기를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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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균 우|지 감각01리고 해야 될까요? 자기기 자신의 위치틀 화표에 픽어서 자신의 

위치틀 기준으로 다른 것들과 같은 것들의 우|지틀 짐직하는 것들이 있는가하연 다른 

관계 인에서 내 좌표가 설정되는 것도있다고생각해요. 

박재용 저의가 저음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림들이 큐레이터리고 명명하고 일이 쭉 이어지더랴.’흑은 ‘줄만사 

대표랴는 타이틀이 생김으로써 뭔가 일이 진행 되더et.’리고 얘기틀 했는데요. 

그게 본인의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흰펀으로는 영군 님이 말음해주신 

것저럼 ‘그건 님들이 정해준거고 나의 포지션은 내가 정하고 싱어.’리는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종 전에 비교에 대한 얘기도 했듯 결국어떤 위지가 설정되는 

데에는 그 위치틀 설정알 수 있는 외부의 지점들이 있어야그것을 기준으로나의 

위치틀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재있는 건 외부의 기준점을 뭐로 잡는지는 사실 

내 마음인거잖아요 내가 미술가지믿 나의 우|지틀 잡는 기준을 ‘돈은 안 되지만 

공적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쪽’을 기준점으로 잡을지 ‘그형진 앉지믿 내가증룬히 

먹고살 수 있는 쪽’을 기준짐으로 잡을지는 내 결정인거죠. 

사실 이 프로그램에 짐여하는 강연자들의 리인업이 너무 앙대해서 어떻게 

섭외틀 혔을지 궁금맡 정도였어요‘ 또 다른 안띤으로는 안약 제가 캠프 짐여자로 

왔다연 깅연자들을 보연서 ‘나는 저런 쪽으로좀 해보연 되갱군’흑은 ‘저 사람은 

저형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형게 혜를끼?’ 하는등의 생각의 틀을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생각었어요 

허영균 우|치와 관련해 주신 질문 중에는 제가 프리랜서로 전g한 전후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신 문이 있었어요. 연관해서 말음을 드리연 첫 번째로 기관이나 이런데서 

일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기는 댔는데 져|가하고 싱은 것을 원하는 만큼 다 일 

수가 없었고 특히 기관의 큰 그림 안에서 울직여야했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고요. 

규모에 싱관없이 재미있든 없든 내가하고 싱은 결 하고 싶다는, 어떻게 보연 

껄없고 아마추어적인 생각에서 프리랜서 생얻을 시작했고요‘ 사회부적용자리거나 

조직에 맞지 않는 사림은 아니지믿 줄되근하는 게 엉지 않았고요. 줄른 즐거운 점도 

운영히 있었어요. 다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 재미없었던 부문 중 하나였던 것 

겉아요. 독딘적으로 일을 저리하겠다는 건 아니지믿 소홍보다는 이미 결정펀 사인 

인에서 울직여야한다는 것이 답답했죠 그래서 저는 기관에서의 생횡이 이른바 

‘수동적 적극성’을 유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수동적인 환경 안에서 나의 적극성을 

발휘해야된다는 의미에요‘ 저는 적극적인 환경 안에서 적극적이고 싶고, 적극적인 

게 가능흰환경 안에서 소극적일 맨 소극적이고 싱었거든요. 근데 제한된 환경 

인에서믿 적극적이어야하는 것이 저로선 업지가 않았고요. 아까 동료 이야기를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국립극딘이리는공공기관에서 일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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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얘긴데요. 일을 하다보니까안 1-2년만 일해도 웬믿연 룬틀을 다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덜혁 겁이 났다고 해야될까요? 저는 이제 막시작하는 사림인데 

조금안 일아도다른 사람들을 통해 소개되고 소개되어지는과정이 좋은관계 맺기는 

아니랴는생각이 들었어요. 저 문들을 모르고 싱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그룬들에게 

일려지지 앉았으연 중겠다는생각이 들었어요. 져| 경우 경계에 있거나 멀어지연서 

오히려 스스로여유를 잦고제 위치 김각을 픽특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용 사실 포지셔닝(positi。ning)이랴는 게 ‘그래 나는 이제 이런 콘씹트틀 잡고 

이형게 허|야지.’와 같은 의미의 포지셔닝이 아니러 내가좋아하는 일의 전반적인 흐름 

측에서 내 우|지틀 파익하는 일일 수도있겠어요. 시간이 흩러서 ‘지금은나의 때가 

아니군.’이형게 생각맡수도 있고요. 그러다또 다시 시간이 흘렀을 때 져| 우|치가 

보이는 시기가 을 수 있겠3ε여기 질문이 또 하나 을러왔는데요‘ 

짐여자2 지금 말늠하시는주제가 예술계에서의 위지 같은 건데요. 두 문이 인문학을 

배정으로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그런 분야기 많은 지식을요구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익을 공부하고있고예술을 중아하고 관심이 많은 사림이에요 

두문은 일로서 중아하는 룬야를 선택하신 경우인데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얘기를 

하시는 룬들이 더러 있더랴고요 그형기 때문에 일이 싫어지진 않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허영군 사실 저는제가 하는일이 너무 중Of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접흰 

인싱적인 영상이 있었어요. 농구션수였던 서장훈 ill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즐기는 자틀 이킬 수가 없다.’는 밀이랴고 하더리고요. 자기는 프로농구선수가 펀 

다음부터는 담 흰 번도 즐겨온 적이 없고 전쟁저럼 정기와훈련을 었다고 하연서요‘ 

흑기 살기로 하지 않았다연 자신이 남긴 농구진수로서의 기록과 자존감이 있을 수 

없을 거리고 말하는데 저는그 밀이 무척 공감됐어요. 룰른 저는 제 일이 정밀 좋다고 

생각하지믿 그게 너무즐거워서 중은 건 아니거든요‘ 겨|속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흑은 쭉을 동쉴 둥 하죠. 죽을 동 살 둥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적인 즐거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아하는 열 일로 하연 싫어하게 돼/리는 말이 한 

떤으로는 맞고 흰 떤으로는틀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재용 저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틀 드힐 수있을 거 같은데요. 저는 우리안테 일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주로 미술 쪽 일을 하니끼 해딩룬야의 

사림들이 감정적으로많이 소모되는 상핑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그혈 때가 있고요. 

그래서을해조에두달은“아무도나틀잦지 마셰요.”하고 도미성여앵을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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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균 숲측의 오두막 같은 곳에 계셨잖아요. 

박재용 네. 정말로그런 곳에 있었어요.“저는 한국밀도 하기 상고 한국인도보고 

싱지 않고 한국에 있기 싱습니다 •• 하고도망졌어요‘ 예술 분야에서, 대부분 일을 

맏기는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사럼에게 무러한 요구를 알 때가 많Of요‘ 여|틀 들어 

를영을 줘야하는 일을 종이컵을 주연서 ‘당신은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윌 거et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룰가능알 것 같은 일을 결국 

혜내왔으니까요‘ 긴 경력은 아니지안그래도9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해온 

저지만 저음에는 정밀 의아혔어요 미솥이et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건가? 하연서요 

그러연서도 다 했는데 나중에는 더 무리연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뭔가가 중아서 시작안다연 그전이| ‘짐깐만’ 하고그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tot하는 것 같Of요. 그것만하연 인간으로서 더 건강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싱고요. 저도 일이 중아서 하는 사림이다 보니 제가 스스로를 컨트틀하지 않으연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영흔을 링아 넣을 거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어알 수 있는 장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틀 들어 스스로의 어떤 규칙이나 

구호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저는 표랑 액얻 같은 걸 중아히|서 일주일에 제가 당을 

수 있는 임계점을 정해놔요. ‘이 임계점을 지나연 나는 고장 난다/생각하고 저를 

절제하는 거죠. 임계점을 넘지 말자는 생각으로요 아니연 지난주에10시간 정도 

조과해서 작업을 였으연 그 다음 주에는어떤 일이 있어도10시간은 더 놀아야지 

하는 식으로요. 제가 그형게 하지 않으연 징기적으로 웠을 때 작업의 능률이 띨어지고 

힘들어지더리고요제 주연에서도 무리틀 하는 비링에 직업을 오래 하지 못하거나 

몸이 상하는 문들의 사허|틀 너무많이 왔어요. 

허영군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셰션이 몰나고 점심식사틀 하고 

귀가하시는 컬로 알고 있어요.여러룬과 식사틀 엄께 하연서 못 다흰 얘기틀 하고 

싱었어요. 저희가 미저 발건하지 못흰 질문들은 점심식사 때 또 맡수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전달해몹니다‘ 

박재용 네 번째 질문이 ‘이번 캠프에서 들었던 깅연 가운데 여러문이 모옐로 

삼고자 하는 인상 깅은 인룰이나 휠동이 있었나요?’였어요 제 대온에는 연딘에 

오셔서 얘기틀 하연 풍을 것 같다고 쓰여 있네요 

허영군 찌|’랴고대답하신 문, ‘아니오’랴고대답하신 문 각각 연 룬액 이야기틀 듣고 

싱었어요. 있다연 어떤 양동이었는지 없었다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려|틀 듣고 

싱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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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객석에서 밀음해주셔도 중고요. 온인의 목소리로 이야기 해주실 룬이 있으연 

짐좋겠는데요. 

허영균 열 여섯룬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건축 강의에 강동밑으신 문들이 여러 

룬계셨어요 

짐여자3저는 강수미 교수님의 강의를듣고 강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림을 

그러는 시람인데요 강의틀 들으연서 예술인으로서 잭임감을 느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예술세계틀 얼져나갈 때의 정신적인 앙항에 대해 큰 

가닥을 잡을 수 있는계기가됐고요. 

허영군 감사합니다‘ 흑시 인상 깅었던 강연이나 모댈이 있었던 문 중에 만 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도 풍을 것 같고요. 흑은 인싱적이지 않았다고 하신문의 이야기틀 

들어와도좋고요. 

짐여자4안녕하셰요 저도그럼을 그러고요 저는 한 십여 년 전를 남떤과힘께 

조형룰 직업을 혔습니다.그게 야외 설지 직픔이었기 때문에 딩시 익 10억 

정도 미슐핀을 오가며 작업했어요. 굉징히 힘들었던 부문이 경제적인 

부룬이었어요. 미슐관에서는 지원해주는 비용으로는 이동비용과 직픔 

설치비용이 전부였거든요. 작픔을 만드는 데는 몇 백만 원엑 들었는데 막상 

재료비와 노동비도 받을 수도없는 상황에서 10회에 걸진 전시를 하고 

나니까 많은 것이 소모되는 직업이었음을 느꼈고요. 전시틀 동헤 이를이 

알려지연 이특인 것저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져|적 이득이 아무것도없었어요. 

그러고 나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대중예솥과 

슨수예술 질문하신 룬있었는데요. 사실 구룬 자져|가 밀이 안돼요 순수와 

대중이 반대말도아니고요 순수와 비순수러연 모틀까요. 또 대중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도말이 인 되고요 질문 자치|기 를혔다고얘기혜드러고 

싱어요 

저는 어져| 들었던 임흥순 선생님의 강연이 중있어요 사회적인 부문에 

문제의식을 갖고록한 여성들을 만나 토른하고오픈해서 영싱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증룬히 소동을 하며 작업을 하는 앙식이 져|게 자극이 됐어요‘ 

저는 혼자서 작업을 하거든요‘ 저|가 너무 흔자서 스스로틀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앙식이 장기적으로 해나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이 도율을 맡았습니다. 

박재용 감사합니다‘ 말음을 듣고제가 하나 생각닝 게 있는데요. 저|가 재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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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년까지 예술지원 기반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잠여틀 해서 전시틀 외국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게 마투기 났어요. 제가힐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각 나리 주죠| 

즉의 의건 자이가 있어서 파투가 났는데요. 저는6-8개윌 정도 이미 작업에 매진한 

~태였어요.그래서 주죄 쪽에 어명게 하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s。만원 정도를 

자문료로 지급하겠다고 하더리고요. 액수도 적었지만 금액을 떠나 8개월을 일을 

했는데 돈 안 번 주고 마무리하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더리고요.그래서 이메일을 

안동을 었어요. 메일을 쓰기 전에 담당자이|게 미리 전화를혔어요“내가지금 

이메일을 쓸 건데 딩신을 비난하는 건 아니다‘ 나한테 so만 원 줘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걱정되는부문은 이런 일이 션히|가될까와서다. 다음에도 이런 비슷연 일이 

일어났을 때 간담하게 s。만원을 주고필빌까헥 걱정펀다. 그러니 내 이에일을 

근거로 다음에는 시정을 였으연 중겠다‘.고 었어요. 그러고 우리나랴 죄저임금이 

얼마리고얘킬 하연서 제가 프로젝트를 위해 일애한 시간을 계산혔을 때죄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야 알 돈이 254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틀 해웠고요‘ 결과적으로는그 

정도의 돈을 믿었는데요. 이 사려|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되든 안 되든 

기록으로 남아야한다/는 얘기틀 깅력하게 알 것, 두 번째는‘시간딩 얼마로 계신해서 

숫자로 보여줘야한다.’는 점이에요‘ 그렁게 해야지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선려|로 남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영군 님이 앵정을 아는 예술7f, 예술을 아는 행정가가 밀요하다고 밀슴을 

하셨는데요.보동예술가들은‘왜 이결 인 해줘요.’랴고만하지 행정 하는 룬들이 

이해맡 수 있게 시ζIOI나 금액 등을 수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허영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종이어가를게요. 을려주신 질문중에 동료, 영역과 

같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선려|틀 남기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요. 내가 일이 상어질 

정도로 미곤하고 상저믿는 일이 생컸을 때 얼리 그것에서 벗어나고 싱잖아요. 

‘됐으니까, 일요없으니까 마무리하고 끝내고 싱어.’ 하고 들아서고 싱을 때가 무쩍 

많았는데요. 내가아니리 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다음을 보장믿고 일을 끝내는 

게 일요하다는생각이 들어요.그것의 수혜자가 내가 되진 않더랴도 돋고 돋아서 

결국에는 시스템이 바뀌고 횡경이 바뀌기는 하더리고요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고군분투일 일이 생기연 아까 말을하신 것저럽 다음을 위한자료들을 민들고 획증을 

받고 약속을 받은 후 나오고 싱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재용 질문 중에 동료와영업을 위흰 자세랄지 소통잉업 등을 궁금해 하는 룬들이 

계셨어요. 

허영군 영업, 시도, 소통. 저는 줄핀사 디핵팅어irectin밍을 흩자 하는데 세 개의 

시리즈 얼로 셰 명의 디자이너와 따로 직업을 하거든요. 디XfOI너와 작업일 때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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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있어요 디자이너에게 제가 생각하는죄소한의 의건,제가보여주고 싱은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는그 무엇을 하든 티지하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익측이었어요 

저는 영업을 힌다는 것이 똑같은 것을 동시에 같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랴고 

생각해요. 연 프로젝트안에서 자기 역맡을 자율적으로 하는게 오히려 영업이리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만들 때나공연을 만들 때나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업은 

오히려 그 프로젝트안에서 영역과 룬아틀 정확하게 나누고그 룬야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터지하지 않겠다는약욕을 하는 것이랴고 외요. 그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른화하고Sζ 이게 제가 잦은 중은 영업의 앙식이었어요.모든 걸 다 터놓고 같은 

것을 같이 결정하는잉식이 좋지믿은 않은 것 같아요. 

박재용 저는 슬직힘이 미덕이리고 생각해요. ‘난 이게 됐으연 중겠어.’리고 

명획하게 말해주는 태도요‘ 망설이거나완곡하게 밀하는 것 밀고 정획하게 요점을 

밀히|주고제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영균 님을 제가 저음 했던 게 

언제냐연 국립극단획술팀에 계시던 201 2년를인 거 같은데요. 거으| 4-5년이 

지나는 동안 실질적으로 영업한 적은 한 번도없어요 몇 가지 일을 같이 해보자고 

설g설래 했던 적은있지만 이렇게 같은 자리에 힘께 한 건 저음이죠. 제가 생킥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앙양으로 가고 있구나.’ 인지하연서 그다음 

월동으로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밀을드혔다시피 액셰시대틀 쉴고 있으니까요. 지금 안난사람이랑 딩징이 아닌 

20년 후에 영업을 맡 수도 있는 것이니 그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태도가 

영업의 기온이 아닐끼 하는생각이 듬니다. 

허영군 저는 저보다 경력이 많은 룬들과 직업을 하는 경우가 많있는데요.영업을 일 

때제 기준에서 저보다 일을 좀 더 힐하는 사람과 믿나연 어떤 태도나해결 앙식틀을 

배울 때가 많있어요. Et숨히 정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도 다음번에 저런 시도를 

해외야지.’ 하고다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룬들과 직업했을 때 그 

영업의 결과가 릉요로웠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아직 조띠여서 그혈 수도 있습니다‘ 

박재용 이져| 5번 질문인데요찌|슐로 가로지르기 캠프에 짐여하며 스스로에 관해 

예술에관해 흑은예술계에 관혜 영아자린 것이 있나요? 있다연 일려주시겠어요?’ 

에요‘ 

허영군 깨달은 것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리 ‘일아자린 것’이εi는 표연을 

일부러써왔어요. 

박재용 져|게 인싱적이었던 두 가지의 로엔트가 있는데요. 하나는‘정은 진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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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이랴 올랐다.’는 것과 ‘쓸데없이 엄 빼지 밀랴.’는 코엔트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긍금했는데요 

허영균 흑시 이 두 당연을 해주신 문이 자리에 계실까요? 계시다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있을지 궁금해요 ‘쏠데없이 엄 빼지 밀랴.’는 게 어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짐여자5저는 전흥공연예술을 하고요. 져|가 원래 전통공연 앙식에 따리공연을 

하다가 죄근에는 장작을 많이 하는시류에 맞춰가고 있는데요.어떤 직픔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연의 완성도틀 높이기에는 부혹한 요소들이 많고그에 

따른 고인이 생겨요 그래서 캠프에 잠가를 하연서 어띤 영감이나 재료를 

얻을 수있지 않을까기대를 했어요.그런데 지금 제가느끼기에는교육 

내용에 있어 어려운 용어와 이야기들이 굉장히 닌무하더리고요.근데 

실져| 연징에서 저흐|는그렇게 어렵게 얘기틀 인하거든요 그러다보니 

굉징히 흔돈이 왔어요‘ 내가 공부를 너무 인했구나하는생각이 들었죠 

가안히 보니까 그 어려운 얘기들이 사회적, 열학적인 것에 기반을 둔 것이 

많더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대학에 다닐 적에 동앙,q상에 관심이 있어서 

깅게도 공부틀 했었지만 얼획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어엽더랴고요 그래서 

지금 져|가하는 전통예술이 저에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컬른적으로제가 

느끼기에는예슐인들이 대증을 설득하고 싱어 하는구나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앙한 접근 잉업들로온인들의 직업 얘기틀 풀어놓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연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흰 노력보다는그안큼의 자신감을 갖고 

내가원하는 바틀 가는 게 영샌 더 삐른 킬이 아닐까 싱어요. 그래서 그형게 

적었어요‘ ‘쓸데없이 힘 빼지 마랴.’ 

허영군 아, 그런 밀슴이셨군요. 그런 의미리연 굉장히 동의하는 생각이에요. 

‘마이웨이’리고 하잖아요. 저도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사실 되게 자조적인 

밀을이신 줄 일았어요. ‘쓸데없이 엄 빼지 말아야겠다‘’가 이 4박5일 간의 캠프 몰에 

느끼신 거리연 조금을프거든요 오히려 딩연이 건강한 것 겉아요. 

박재용 ‘캠프에 짐여하고예슐을 하기 더 어려워 졌다.’고 담을 주신 문도계셨는데 

흑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허영균 앙금 답변 주신 선생님의 의건과 비슷알 것 겉아요 너무 많은 앙업른, 

딩른의 과정들이 있다보니 이것틀을 다 피해서 내 것을 잦아야 되는가? 흑은 

이것들을 다 흡수하려연 긴 시간이 컬러기 때문에 더 하기 어엽다,복잡해졌다는 

508 이@, i;>영을히고잉나요? 



생각을 딩연히 일 수 있을 것 겉아요‘ 

박재용 담른은 어떤 연에서는 영예벅사학위 같은 게 아닐까 랴는생각도좀 

해왔어요. 성공한CEO힌터|는 액교에서 경영액혁위틀 주잖아요. 

허영군 저의가 Of:까우|지에 대흰 이야기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연 두 

번째로는 인생 액셰시대이| 10년, 20년 뒤 중징년의 예술가 혹은횡동기로서의 나틀 

어떻게 싱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힘께 나눴으연 중갱어요. 

박재용 그것과 관련해 을랴온 질문들이 ‘인정적으로 작가틀 하려연 돈이 얼마나 

일요알까요?’, ‘얼정안으로 작가틀 알 수는없을까요?’ 등이 있었어요. 

허영균 열정이요?그 열정이란 지원금에 대한고인이랴든가 생계에 대얻 고믿이 

없는 상태틀 표연안 것일까요? 

박재용 그형지 않을까요? 사실 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윌지 모르겠어요. 저|가 

인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얼마가 밀요한지도 모르겠고요. 흑시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허영군 작년에 져|가가졌던 주제 증 하나가 ‘아마추어리즘을 어떻게 벗어니아 

되는가’였어요. 저는 계픽적인 타입이 아니에요 줄핀사도, 공연준비도 어떤 계픽안을 

바팅으로 하는면이 아니고제가 제 인의 뭔가틀 이물어냈을 때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땐이에요 그래서 줄만사틀 맡 때도 이런 개념이 없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그래서 

줄판사 대표랴는 개념보다 줄만하는 른텐즈들이 내 직업이et는 생각으로, 내가 

콜렉팅(to。llectin밍흰다는느낌으로 했다가 독자들을 우연히 믿나게 펀 거죠 “그쩍 

왔어요끼 ‘그 책 이렇게 읽었어요끼 ‘이 작가 이 예술가가 이런 시람이었어요” 하고 

독자들의 후기를 들으연서 ‘ Of, 내가 작업틀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킥이왔던거죠 

박재용 약간은 프리이빗(private)연 느잉으로 작업 얻 게 사실은 떠들럭(public)한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허영군 그래서 그순간 깜픽놀랐고‘내가 이 쩍을 내 작업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랴 매개자et는 생각을 해야겠구Lf, 또 매개자가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프랙티컬(pr a cti ca I)만 과업이 수앵되어야되는구나/생각하는 계기가됐어요 다시 

밀히| 제 개인적인 흥미와 열정만큼이나 쩍임과 의무가 수반펀다는 것을 깨달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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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통사틀 잦아다g고 얼정이리고 맡수 있는 이마주어리즙을 열리 엇어닐수록 

지속가능연 줄핀사가 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정만으로는 

인되겠지만 그 열정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요. 반은우연이고 반은 밀연이리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얼정믿으로 작가틀 알 수 

있으연 좋겠다고 말하고 싱어요 

박재용 저도요 그러니까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운동선수 같은 것 

아닐까요?안시켜도 6시에 일어나서 일굽혀띠기 20개틀 하는 식으로요. 

그러연 모두 발언으로 마이크틀 돋려를까요? 

박재용 마지막 질문이 ‘깅연자인 허영균, 박재용에게 궁금연 것이 있다연 

무엇이든 말늠해주셰요‘’였는데요. 질문이 많지 않있던 것 같고요‘ 저회가 강연저럼 

진형하는부문은 마무리를 를까 잉니다‘ 저회가 얘기였던 것 중에 조금 더 듣고 

싱은 부문이랴든지 궁금한 점, 다른문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연 코엔트틀 

부틱드러겠습니다. 

짐여자1 4박5일을 힐 보냈습니다. 저는 첫닐 ‘조획저| 영업팀 도시-이|’ 워크융이 

중있어요‘ 저는 중문액을 전공한 사림인데요‘ 여|술을 수학과 접목해 

작업한다는 말을이 굉징히 중있어요 수액도예술에서 나왔다는얘기틀 

들었거든요‘ 전에는그런 액락을 전혀 영개로 생각하고있었어요. 사진 

얘기틀 맡 때는 사진 안에 우리의 삶이 었다는얘기가 인싱적이었고요 저도 

글을 쓰고그림을 그릴 때 여러 킥도에서 피사체틀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말을이 정밀 기슴에 와 당있고요‘ 앵록했습니다. 

박재용 또 저희 깅연에 대해 주시고 싶은 말을이 있을까요? 

짐여자6 ‘예술, 무엇을 하고 있나요?’랴는 질문 자져|가 어띤 뜻인지 알고 싱습니다‘ 

박재용 사실 이 질문에 부합하는 깅연을 혔는지는 모르갱어요 저는 직년과 

재직년에 공공예술 프로젝트틀 하연서 인잉시의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의 요점으로제가 강조한 바가 있었어요.“눈에 보이는 결과률은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믿 어띤 것은 건축이고 어떤 것은 예술입니다‘.랴고요‘ 그러니까건축이 

해결해야 알 문제나 디자인이 필요흰 문제에 예술가들 룰러놓고 ‘이거 못하냐‘.고 

하지 밀아주시et는 얘기틀 혔어요 전에 짐깐 언급이 되었지믿 작년 말에 있었던 

예술계 내 성폭역 문제와 관련해 예슬 자져|가 문제인 듯어떤 구실로인식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리고요. Oii솥이 왜 엉웅안 데서 언급되고 있을까, 각자 예솥을 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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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에 이러고 있는 컬까? 고민을 계속 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예술. 무엇을 

하고 있나요?’리고 지었고요. 영군님은제가 이 문장을 제목으로 하자고 했을 때 

떠오르는생각이 있으셨나요? 

허영군 예술인 것은 무엇이고또 예술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는 계측되는 

고민이에요 저는찌|슐, 무엇을 하고 있나요?’랴는제목을 받았을 때 찌|울이εi는 

이를으로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끼’랴는궁금증이 유발되어 재있었고요. Of:까 안 

선생님이 주셨던 힐문중에 저희 줄 다액부에서 문액을 전공었는데 예술분야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공연예술을 하연서 그 질문을 되게 

많01 받았었어요.문학 전공을 했는데 어명게 연극을 하게 됐냐는 식의 질문이죠 왜 

의외리고생각하연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믿 그런 반응이 저에게는 더 예싱 

밖이에요. 저는 문획이 가장 중립적인 형태의 예술이리고 생각하거든요. 져|가 대답이 

융은 답인지는모르겠지안 ‘문학이 가징보면적인 예술의 영태랴고 생각허|요.’리고 

힐싱 답연을 해왔어요. 여|슐이리는 것을 률은 엄위에서 생각일 수도 있지인 사실 

아주 포굉적이고 입체적으로생각맡 수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찌|술,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술얼까?’리고 종의적인 질문으로 맡아들일 수도 

있는것같아요‘ 

박재용 제게도 져| 전공과 다른 미슐분야에서 일하는이유를묻는문들에 가끔 

계세요. 져|가 생각하기에 연 시점에서 제가가징 힐 얘기알 수 있는 것이 미술 흑은 

시각예솥과 관련된 것 같고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입장에서 왔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증 하나는 사회잠여적인 직업들흑은 리서지 기반의 작업들인데요.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콕 진하고 싶은데 그 매개제가 시각적으로보여줄수 있는 직픔이어서 

직픔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연에 이제갯 예술을 해왔으니끼어떤 메시지든 

예술로 표연해야 안다는 생각을 깅고 있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소재틀 접하고 직픔을 

징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후자의 정우는조금생각해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닝 주제와 E”련한 쩍을 ~으리고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예술이리는수암으로 

표연해야하냐고 을어외야 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술, 무엇을 하고 있나요?’et는 질문을 정했을 때 생각혜를 

부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무리 하갱습니다. 감사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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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여자1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 다양흰 관점이, 생각이, 감정이, 공간이 

존재한다‘ 어머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이해알 잉업은없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제멋대로 얻어있는 이들의 마음을 가로지르는 

하나으| 공갑대가 짙 수 있는 건 었지 않을자 나는 그게 예술이리고 

생각한다‘ 여|술을 통해 우리는 같은 강성을 공유하고, 제각각인 

사림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같은 목적의식을 갖는다. 무엇보다 앵록한 

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은매우소중하다. 나는그래서 

이번에 정기문효때담에서 주죄한 ‘2017 예술로가로지르기’et는 

이름에 공감었다. 또한 여기 짐가힘으로써 서서히 가로지르는순간의 

흐를의 일부가 펀 것 같다‘ 음악, 미술, 영호L 문학, 거|임, 애니메이션 

등여러 예슐 징르에 대한 문을 열고, 떤영한 사고를 개앙하는 데 

큰도율을 맡있다. 가징 인싱적이었던 것은 역시 온갖 분야의 연직 

예술가 룬들과의 만님01었다‘ 일상에 지져 종종 딘조톨게 보이곤 

했던 셰싱 속에서, 사실은 언제나 비슷한 답답힘을 예술을 통해 

징조적 실전으로 표연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강탄이 절로 나왔다. 

책이나 전시회에서 보던 과거도, 일수 없는 미래도 아닌 지금 곁은 

Participant 1 There are many different pe。plε There are s。 many 
different viewp。ints, d、。ughts, em。ti·。ns, and spaces‘ 

Maybe there is n。way t。 understand a ll 。f that. But there 
must be 。ne thing that c。mm。nly er。sses the minds 
。fpe。plε I think that is a rt Th"。ugh aπ, we share the 
same g끼。ti。ns and the same sense 。fpurp。sewith

many different pe。pie. Above a”, art is veiy precious t。
th。sewh。 seek happiness in life. s。 I sympathized with 

the name ‘'Cr•。ssing Over ‘꺼th Art’ in 2017, which was 
sp。ns。red 야 the Gyeonggi Cultural F。undati。n. lt als。

seemed like I was gradu허ly bec。ming a part of the flow 
。fthe m。ment as I participated here ‘ It was very helpful 
in 。pening the d。。r for me t。vari。us aπ genres such as 
music, arι m。vies, lite rature, games, and animati。n, and 
it b"。adened my narro。w-mindedth。ughts. 까'e m。st

impressive part was the enc。unterswith c。ntemp。raiy

artistsw。rking in different areas. Exhausted with the 
m。n。t。n。usw。rid 。f eveiyday life, it led me t。 maN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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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예술가들의 존재가 굉징히 든든했다 나는 미술사획을 

전공하는 획생이지만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영샌 무지했는데, 

그걸 강연을 통해 채울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특히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가지는 공동된 문제의식이 어떤지, 자연스레 

작픔을 통해 이야기틀 나늘 수 있는 건 특열한 정엄이었다. 임01연 

같은숙소를 쓰는새로운 진구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며, 각자의 전공 

룬야기 다르연서도 같은생각,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쉴아가고 

있었음을 일게 되었다‘ 나인 그런 줄알았던 문제들에 대해, 모두가 

엄자게 고개틀 E덕이며 공강혔다. 그건 싫01εi는 게 고독하기만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소동맡 기효|기힐 없었을 뿐임을 알게 

해주었다. 일종의 연대 의식을 인지하연서 의욕을 느끼는 나날이었다‘ 

개인적으로특열한 정엄도 였다.온래 글 쓰는 것도 중이히|서, 

대쩍새내기 때 었던 시틀 포에틱저스티스와힘께한 오픈클래스에 

제줄혔다. 다시 보니 부E러원서 제줄을 좀후회맡 때를, 놀랍게도 

내 시가시와 랩 장르틀 잇는 작음으로 선정되었다. 포에틱저스티스 

룬들의 험을 동해 음익01 된 내 시틀 들으연서 기톰과동시에,역시 

at the fact that there were always pe。pie expressing 

a similar sense 。f frustrati。n thr。ugh creative art The 

fact that the artists were n。th。m the past 。r from an 

unkn。wn future presented in b。이s 。r exhibiti。ns, but 

were actually my contemp。raries made me feel v eiy safe. 

I am a student maj。ring in aπ hist•。,Y, but I was ign。rant

ab。ut。ther areas 。fart, and I c。uld fill the thin뚱 I didn’t 
kn。wthr<。ugh lectures. But that's n。t허l‘ It was a special 

experience t。 naturally be able t。 share st•。ries ab。ut

awareness 。f the c。mm。n pr。blems pe。pie have w hile 

liv ing in the same s。ciety thr.。ughw。rks 。fart. I ended 

the day with new friends wh。 shared the d。rmit。,ywith

me, and I came t。 learn that pe。pie fo。mdifferent m러。rs 

shared the same th。ughtsand pr.。blems. Every。newas

vig。rously n。dding and sympathizing w ith the pr。blems 

Ith。ught 。nly l was c。nter끼plating. It indicates that life is 

n。t just s。litude, but that 。pp。rtunities t。 c。mmunicate

w ith each 。ther like this are lacking. I was m。tivate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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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어떤 종류의 예술이든 가지틀 지니고 있지안 동시에 이렇게 

시와 노래가 이어지듯 힘께 연결되며 새로운 가지를 징조해낼 수 

있음을 느꼈다‘ 나도 그런 징조적 실전을 하는예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혔다. 내 시야와 생각의 지명을 냉혀주고새로운 만님을 동흰 

연대의식까지 느끼게 해준 풍은 경엄이었다. 정밀 잠가하킬 힐혔다‘ 

reeo。gnize a s。rt 。f s。lidarity through the program . I als。

had a pers。nally special experience. I 。riginally liked t。

writ e, s。 I submitted a p。‘견끼 l’d w ritten at πv university 
t。 the 。pen Class w ith Poet ic 」usticεW hen I regretted 

subm itting it after reading it 。ver, my p。etrywas

surprisingly selected t。 link πv p。etryw ith the rap genre. 

Wh ile list ening t。 πv p。etry thr.。ugh rap made by the 

members 。fp。etic 」ustice, I was p leased. At the same 

t ime, I f elt that <Nery type 。fart has value in itself, but 

that a newv허ue c。uld be creat ed by c。nnecting p。etry

with m usic. I als。 thought that I want ed to make art that 

inv。Ives such a creat ive p ract ice. It was a g。。d experience 

that w idened the h。riz•。n。fmy th。ughts and made me 

f eel a sense 。f s。lidarity through new encount ers. I’m 

really g lad that I participat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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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여자2 이번 캠프에 스태프로 짐여해 여러 예술가들과 짐여자들을 

접하연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찌|솥이et는 것이 일상과 멀리 

영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랴는생각이었습니다. 캠프에 잠여하기 

전끼지안하더랴도예술의 진입장억은 놓고, 그 진입장엌을 넘을 

수 있는 특열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일 수 있는 윌동이 

예솥이리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이야기틀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짐여자들과 수업에 짐여하고, 

끊임없이 교류하연서 예솥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멀고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목되는 일싱속에서 자신인의 

시각과 룰떤힘을 유지하고 그것을 자신안의 앙업으로 용김하게 

표연하는 것,그것 자져|가 예술이 딛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엄을 

통해서 새롭게 깨딜았습니다. 덕문에 예술에 대해 제가 가지고있었던 

거리깅을 조금은극록하고 나도 나민의 시각을 갖추고그 시킥으로 

일상을 바리봐야 하겠다는 다짐을 맡수 있었습니다. 

Participant 2 As a staff mer끼ber at this camp, I eneo。untered many 
artists and participants and the greatest thing I realized 
was that ‘art is n。t far h。m eveiyday life’. Before I 
participated in the camp, the barriers t。entering the 
w。rid 。faπwere high, and I thought that 。nly pe。pie

with a special talent 。r ability ∞비d Cr<。ss the high entiy 
barrier. But at this camp, I came to think that art was n。t
as far away 。ras difficult as I th。u응ht as I talked with 
many artists, listened t。theirth。ughts, participated 
in 디asses with the participants, and interacted with 
them constanijy. Through this experience, I realized 
that the things that I maintain my 。wn perspect ive and 
disc。mf,。rt in the repetiti•。n。f eveiyday life and express 
b ravely in my 。wnway c。uld bee。me art. Thanks t。 this 
experience, I was able to 。verc。me the distance that I 
had with art, and it made it clear that I sh。uld l。。kat 
everyday life fo。mmy 。wn perspective ‘ During this camp, 
I was di얼ppointed with the lack 。fcommunic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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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articipants‘ It w。uld have been better t。
communicate w ith the 。ther participants through vari。us

meth。ds, since it had the shared purp。sed 。f educating 
us ab。ut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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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예건.외 S!! 끼.a:t9 1;'2 'll디 

ll\3~ ..... .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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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엉'ltlQ 1!'1!!11”••ll(l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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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tll2002). 씨를‘·-
g응 •• 이2+11(201앙이.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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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를.건.시시'?.t. !I 용g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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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시 건 • • 대. 틀I! 'i'O'll고 
<U.'12.&1! ·”·서l?.t.. 
W"l'I•ε'41!1. 구상틀£'4i!!",을
t1'l'l<ft!11llll!I. n률 

를억-----여!IQ 

이슬a끼이P잉11!15! 

노응야엉Cf ! ,벅여 

언.이。’”’시ll!!il 
.지 시피a”XII!요 • • 터 .어진 
‘”! 'll~l•fl! 이 . .. 여삐 를”들이 

갱십· ”져.디 - - - ” · 
정씨혀l!ll. 빼e at1>12훌시징. 

ll•I미 • •• 이. 허R니티아트 

- - 를 디.”시익”---얘 
8아내i잉디, 

9111'1'를꺼 lt<l """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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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의a어이-- QIOI!! 
싱용·-----씨 Q'I얻 시이의 

---‘UI!! --‘-- -사 여-를었q (llllt2~잉”를까공모르 
등!!!12•‘ I찌l<) 끼n llll. 
('lllllt!OI) l!!iilll!!. (I!등Z이 
스W 'lle끼 f l!& ·틀!IQ 
--획.이Qllll2. ~ .... 에고. 
잉져예며21여.강어l잉다 

’률.인P기 죠.용찌 1!~기 
손민 •• 힘엉 • • 빼g혀잉 
경긴띠액 ll!>l!I 구죠~l!릎 

엉.얘g디 --기·이.요소예 
대 • • 긴. !!1111 I;.'어I 비잉으효 
.리기 디디고서e +'ll'I!어 사를 .. 

시엉g 1 :1111 ’”’1얘 피허 • • 히는 

를긴"I t! t;I. ti”lit! 껴낀---며.잉 •• 셔요!!<I 

!!ll~l! !I믿기.서 g여어.셔 

효익. 이S 깨95‘---얻열니스 • • ‘’··예극내에1예 

기고1!2 2。。“a·이.이 
에 •• 히|잉톨8여 .시.기료 
호대.이't!를외 --,잉 커유니<I,힌 
e시llH llB.11고 그엉기혀기 
일융이 z。。S\!lx 잉톨SR:illl이|셔 

” l!Oll 잉를.지ll'P용를 .싱n디 

X1셔·’*미 A!!ll eι’2'!il 
예이지-el!lllll 111. sι딩루 
스§리--- "''"· 응이 잉디 

- -- -톨(WtO<oo에서.의 
• • 끼엌 g” 2。-----ε a끼<IQ 2014입 .를사어트 

‘Qi! ...... . ε·끼A Clf!ltU<I 

Clf티-------도를그·! 

------이""" «t•I져 l!"I .융,. ‘’”112& I!•이. R 
크격의 엉e‘ 'IE ti!! 룰2f!이k’ 
<1111 II。,'IE끼.도 .를하고 

잉디 •• 는인a ”'11 11힌 
.어마나의 띤g징을 믿고 !I디 

••JJ~ lilll! 仁:li~l:!J l'.‘’

l!El.!L’ ‘」'Y즉t l니P< --‘ ιl 
도~댈j응j 

잉 

낙예잉 'R. 이'l/Ajlj(llif fll>V 
..,.나증” .... 을을쓰오 .을 

!!Q. ··스트‘예어!!If» !!W찌 
‘유이아나U이스에혀어h 등예셔-
g를에 <I!! 률을영IOlllQ. 

~-'f.'i:·-·..i• •l인….,. “” 
Uc」 "" 
믿상의영앤은 경즌효, n w. 
김어힌이 응g혀는그해픽디Xlt! 

스튜디오이다 일상의일얻은g늘닝 

우리기g이기는.얻어서디자인이 
어g 엌§을 에이혀Ill. !Et! P엇. 
영수 잊는기를고믿어는 쇼i12 
응응.이디 그OI떡디지t!를 

기암으흐.고있지얀. 'II얻.엉이잉 

어P르지 $는 디앙힌 디.윈억 

H돈을당구.교었q 

ι;L 

.흐률은그.특.·풍QXI!! 

스튜Q2흐정 '""언 를··응. 
져lfl!Q. 다앙e g작.응을 - 
실혈a언 Clm.1'1 상엉격t’ Qllt!. 
그리고 디자잉01 기진 .딛쩍언 

은 .... 의 격---률이는명의g을 
.는다 

”,,~’·η.‘1:1 :11 : !” .. 끼i‘l 

인디예이를 "'!1>111터 

예쿄즈”며요노이즈R지션, 
응연 기찍지 2。OS년부터 

Q잉"Y잉Bu’gasa”이|셔.응을 

시작하며노이즈융의괴흑---이 
g중히고잉다 g은. 'FLIαEO 

BEGINS"라는노이E 융악 

묘호찍트g셔확g으DI. 여 

E호쩍트는 주 .... 걷· *응.으흐 
~!!l!Q. 쭈증스lUI a해를 

g프스l커.얻어터스얻드등묘 

응악.앙장져 등으증 .드끽. 

이용.얻쭈를어고 2.'Q. 

2007넌후터는 지.찍으료!!QI!! 
앙에셔응영융기획이고!IQ. !!'ll! 

---예 애찌.공연정흐리이즈를 
원구·· g에흘 •• 고 우리잉에셔 
11~!1 XIII응악.션죠g의 밍어흐 

---이Q 

~‘..LI:.I‘~ 
.지.틀8시기. 을쓰기. 

엉'"구.진.히는 
--이터이다 영인이@핑 s• 
t애*뭉에.밑료액트등의 
”ll!'IU~트에서 큐에이터효 
WIL"il. 유세&>Iii 이니씨티를밍 
에3톨찌3. 잉시혀인 교육므흐그킹 
--이.스를 시틀을 죠잭혀기도 
n디 

쩌잉E톨 LIG뭉피.딛 찌긴져 

"'‘------외 <llQEl<l 긍S 1111JIA ·웅를 시1111'1. 이. 

(lll"tf~ ··을""'""El ~ ... ..,..,_이셔여.을극g 
II.&그.엉 llCl"I여H효근P찍여 

ll!•-·”e. Cl<! 믿큐뼈51. 
”이에@·스외. 등을 3'11 11!1 
ltff >1~11다 .져는이융 
.영~1e !Ill사l도씨를 응영히고 
g다 기특파 •• 을 'lll!I에Ill. 

ff예.를 .언의 외부흐을고 

니”--이 lie'의 씬심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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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 5 a phot역 .. ft、t<Wh。

has exh;bited 새WO<‘··“h• 
ph。‘。•hbltlons‘An。thtr 
Tom.,,‘Sea's Sky · lnsld .. nd 
。utsode, Be”’tenth• Fror”., 
‘lnwa,녕san ’에。uo .. ln ond 
lnwaogsao Mouo .. lno IO tho 
Traosd5dpllno<y Poo;rom 
of the ’‘。,•• ” ..... ut • •• • 
A a.ta”ced Study (l<IA잉 sh• 

。peated !’,. '""'' of"'• 

ln<ieT.....,G<°""•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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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de‘""'‘Mtodffl ... tll 
- .......... 녕!”-”· 
I빠edto-..,..α.”--fo<Kaean.anms. 

Ham ;s an a n:hlttct ond 
p。e‘ H5p。etlcw。,.

;nclude ‘n、e Lontll•、•• ,。,
s.7 s m;cnvea.., π•I Mthlb 
‘T。。Bea씨’ul SIα””· ond 

‘K;π;muka> • book of 1‘--U”ed ‘Rec。,d 。f Ernp11n...,, 
a b。d‘d。itlcl‘m。tcom<s

””ed ‘Manhw•d•”aL~• 
a”d'litectu” .. 1 cnrlqu1‘.Tl、.
St.ess 。Un:M.au’ 아 
Hou잊 S..k f<rY•。y' ‘AnOOd
""""' Read by--
‘falfo<An:….“·’-‘Tho 

Pleasuoeo/Not 。--,.,,,..._. , •• @·‘· 
a ·α ............ o/""' 
e。” .... ,...,,..,。--
Expermen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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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sraduaιed as an arust 
f,。mKcrea Nan。n히 이wersoty 

of Arts .,、d •ec""ed a PG 
dploma and an HA from 
t11o l.cndon eon....._.'Y 
。.”.. ~.She
tlloHotesl、 Schechter Dante 
Team n the UK. a nd u、e
Gaili Dance THm nu、e

Netl>e<‘- .、d actM>ly 
WO<ked ...,,..., as we” ., 
.。,ea a~er found;ng Collectt.le 
A. whkh pursues Total An, ‘he 
。penongperli。I『>ance •R。tten

Apple" oecet.led the ’ 2012 Best 
야do。,mance Awa•d" and the 
·。ance Love S。ngAwa띠”, 

andwasp<a5"' ’α expan이ng 
.,、ewf,。<m 。f perlαmance 

She;, expanfog ;nto new 
gen"'s th.-ou양'cooperat;cn 

with doveose •"'잇snot 。nly on 
dance but als。 in mus,ιVOS•냉 

.... 꺼On. '"dee. ft、ot0€'01'hV.
-、theate< musK.OS. and 

--、aι
~ 

So<、gπ‘.,.,.edncorte"-"Y
dance a‘EwhaWcmans 
U.We<Sity and graduated 
f"'m‘he same un"e<soty' s 
a•aduatesd、。。l She was 
a dance< at 'DaneεTheate< 
。n’and En잉and's LABAN 
‘T<ansiti。nsDance Ccrnpany’ 
She ;, cuuently pu .._”ngto 
plan a new meth여 based 
。nthe keyw。<ds 。fgl。∞|

c。ntent exchange. urban 
cultu•e. cultural ans ands。cial
contnbutoon. and hnk t씨SY.'lth 

busin‘ .... 

Km aiad‘Jated from 5eo<J 
-녕 U.Weney’s law 
School¥녕Chon동Nn 
\kwer>ity'slhed。iical

Stmna<y Graduate Schoel 

majo<ed In •tsthttic‘ ·‘ 
Seoul N1tl0<、ti Unt.1t,.;1y, 
and -lvtd n;s Ph.0 ;n 

phios여""~"'”th•U<、---o/S.•”.、" Gt<mony. wt、.‘

-------‘M41.Mcnon 
'~°'p'"°'‘t &ostenm 
·*@용e,’' "_"' .... 
-"'·--"""I''" --@---、phb어* ......... '"""'"' 
a t 5-JIN•!>ONI‘kw""I\'. 
Ho”all< Unlvn1y """ 
。ulclun&Womtr‘’• Un’‘ ,.;1y, 
and l• cun• n‘·-poofesso< at 
K빠· N•tl。nol Un""'‘ity 。f

Ans H• ls ‘htouth。r。f‘he
books‘버PPfC。nttmplation 

。,SI‘yphu~ (boo에 ‘The 
Phil。sophlco,。u‘”‘ f。, the 
。,‘gin 。,th• Id" of Subl;””’· 
and BHUty• tnd ‘The Teaos 。f
Hes.eh (m1nsl10。이 

Educ«oCtl. ----@、’
αeduc‘·”-----‘""' ~- ...... , .... d 

""''°-"·""'야앤""' 

------.、 ----‘·여 α~ttc’-----’ .이t‘ .. r.,. ”,. ... ‘onc..rns 
Incl‘mpcO‘.‘ """。mks‘p.act .. nd cu’‘u••I 
transl•。’”,.dons ond ‘htth;n&> 
w•art m썩Ina 。ut 。non the 
t ran‘ltlon .。• ”chnoloQical 
‘。ciety. E'sptciolly, WI 8 <e 

w。,klna .、c,..una spaces and 
p,여•cts‘Oll<Cho미R the a bmty 
‘。 <Nd ond writo Qlttmy) 
‘.tchn이영y T。ocoompl;sh th;s. 
w• hovt conducted α。•iects

such nou’ ‘---@’-- "'sean:h 
cen”t ‘Unmt’•Llbfm>.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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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 - b bons. 
.。duc..,_ted”
tht ..... _,. "''"' .ιh 
....... ‘e-..'Y..-
{alrnmt’--‘...,. (20써 
‘。"""""°'1>' 2 ” ... (2。lSl



‘Ml。。Chy냐. α。16) and 
‘。。IT> (2017), In ‘r、-..... π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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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Putl~ l>o<unent 3 

”“---’---@세 °"""""'· ............... .... 
·~M>nolthe 

c,,__,_,_‘-· 
,,,.,.....,."' κt’. Socioty 
c.. ......... tO<y. 

Cha& .. duot .. H•n ·κa 

h。mK… N•‘’onal Un”-。,Ans ind ,....,•d a PG 
dlplomo • • d • • MA ,,。m

‘•• Lond。n C。nttmpora>y
Danco School. She e,、‘•••d
‘he H~“•hSct、tchte<Oance
r .. ,” In lhtUK tnd ‘he 
Gau” O.nct T11m '" tt、.
Neth<끼.、d‘ondlttlVely *@‘-- .,., ........... lln 

K-...tf\o<lou-、1Colec‘’*

A. --‘OUIWtSTo<olM.th< ope<Wfli-mtne• •11otten 
Aκ*.---혀 ... ‘20128est 
-”---*----·녕---。...,..Low Soo"8 A-d· • 
• 얘 ........... "" ... nd>nQ 

-”ewfo1m。,-”~~.
She ls •Pl•d••& •nt。new
genre<I、,"'->ah"'。,,,,,.ti。n

wlth d.,tn1t1”’‘ts n。‘。nly ln
dance but 이.。,n musoc vosua I 
arts. film vldt。 phot。엉,aphy, 

fashl"'、 thttttr. ’""‘’cals. a nd 
In“‘”‘Ml。n trt 

"=-li' 

..,,_ "'.,. ..... “ 
r .. ”---잉 ...... ··-""'*'"'>' ~ ...... 
--、"'""'‘ ........... '°' """•notd S1u<1; 

Clo‘”” 

o;,.한"'8을~""얻딩을i삐센낀‘ 
잉R〕도min 

밑ilflK!!l울ι 
~긍"""~· 
d•ec>여 
Pa<t<V.。”·ξsun
@.。-""'I
Bae 'IU>-hoO'ilm doectot. 
space '*"«여 
용 .............. v.or .. 혀 
Choi Jae-gyeor멍 
(math얻.,,;:;an) 
벼mSe。ng-ho (ao:hltect. 
poet) 

” ? 
He>J•。nArt os •space coeated 
by잊venartl“s (Kim s。.
""•π Kim Jae-min. Pa'1< Hyo. 
π>n. Baek ln-tae. 。hSuk
...... w.。여'5)'ang. J;n Na-,..) 
Who t<>e<tl、er have achieved 
dlVe<se il잉 mo"""""5 thinp 

ore<tt얻 .... 야wy...,’” 
.、ed를。‘ .... , .. "' .... 
lncheon WelEomedwl>atwe - .. 、d shared what we 
r、eeded based on theα---’ 
al>ity and appllcat,。nwe

have acqu""" th<ough ‘--
tight net>,。,k。'"‘!Spectwe

aeatedw’‘heach 。'""' lt lu 
space fo< e<pe<lma、tingwith 
and c。ntemplatongwhatart

can d。 •• thos • •• and Magye 
while Implementing each 어 
thevalues In the past few 
yeaos.va”。uspn이ects haw 

been a ”” .. 。@ "'tl、•• ,,~ .. 
。I Magye. Inch•。n SU[ ,.‘ 
@、eBaroque Supρ。rt. tl‘· 
s..。‘,... Marl<«. A”Gate‘ 
(H홍ye.Od、.、·~"'·'”-、 
°"" national Voenna Sausago 

fn-•‘Sinpo'-"'• 
and HatεRaw and Co‘” .... 
Oabang 

-‘><.Art abιR。"'""olWOlltmAltTI、ec<y.

"""""" O.ponmen<"' 
Donid'*Women's \kW8'i<y. 
Sh<..., ...... ,,., Bad、• ..,., .‘ ... "oosthebcs horn 
뻐"i•k \kw"1ilty s aesthe tic 
d .. lt1mtnt and h..-Ph.。
In tht pholosophy 。fWalte•

Bt이tmon, and ""' maj。"'
.。n이mp。'°'Y aesthe tics a nd 
•• <끼tocl>m H..- "P>es•nt• t• e 

b。‘*·-- "Picky ta뺑‘ -
κ。rt•n center껴po<a>y •끼afW 

20。。y.. ’‘- • rhlnijng with ”loltto Ben,.mln’sA-、etlcs"
(tne<여||·”acade<끼t b。。k

In tht fotld of · p”losophy’。f
tht MonoSUy 。fCultu.. and 

Tou깨에 s .... ’‘thetoonde< 

--·”.,.,monage<cf‘n、eCntocsftstN ... wond、e
Arts Aw•여soflheY.,.in 

2005-lheethb‘'°'"" 
’-•OiT'"녕- .. 、d
‘""'‘’>0Sud•、.”y。.、g
Thterlst AN"" of <he v..,w;m 
πh•Blo。m。,the Blue 。-cean
•ndY<。uth>.

Ahn stud• .. sculptu<e al 
St。ul NM,。nal Unlve<Slty’s 
Sch。。,。t FlneArts.Aft..-
.메dutt”a •n 1977. he,。,... 
•Art。Ulrttrly"a nd W。''""

...... 。"'''°'‘evenyea<S.
Aiound 1985. he partk lpated 

" ’R••ty•nd &『"'""’ and
-tdmniatu”!,。,b

---。h"" co.nter to tt、eue”dol """'men“ _ _.,. 
"'"' .. π· Whie~ 
---”--·‘theS“영"" 
-녕5<hool of Annκ168. ’ ............. ~ .. NI-.-•• 、.‘...... opened 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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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rivate er<hlbhlo” Ol "'' 2013, he< serial "°'"I‘Deadly dlS<O‘oy ofshff‘b。,oowed
SpaceWells ldt Golltoy i,、 1~112 Tragic S。ap。pera 。ftheAtt II,、‘tuls’le '"""”""‘ end 
Aft., retumloa home In l~S. Wo에d"was published In the dWl•rtnt methods of practke. 
he h얹d 웰n priv•tt •h>l>tlons Takeout Drawing Newslett., Th•I”'P""'IHtiono’quahty 

;...,’‘"'"、g"ln-” In압,. ,,,..,..,,ξ shewroe;흩 
- ----α·쩌·· 야ft<> an 

Obj«ts", "T--·. "Footy- ........... ._._녕a、d alt..-YO Wflf of woob>g, 

Nine Reams". ·o..w”‘--- ortologjca”잉""°"앙 .... __ !¥_ ...... 、---
Raw-.." .얘‘“Andllut betw ..... ---.. ”and ””pectlo<dfft--
.여!Wl@"Wh .. 1*1""*"'1"' co«enψ·훌Y 빼t " ·응월 •• 、 .... ” ..... ly __ td’· 
V힐b‘,.__,and __ , tol!Vs,she ·윌nedhef 혐、D. In 영빼..,.,..,.., -~ .. 
g’DtionsM얘.,,.,..,.... "' Arts .. roiswe• "Altem낼앙"' dft<llt<lt”·‘......,.,.,,. 
--’빼lted WO<lcs obo<Jt the Spaces g、dn、•• Socialization st•l,CtU!f of thtO' WO<ks. 

lnsK>e of Ille -”------ In of the Arts In the C。"""' of

--’yd.,, 。bj«tS t nd Sl)ICIS Art as a Sod플l 양st윈,,• From 
1998 to 2008, she was the fi cst 

.‘nator of the Ssamzle Space 
In Se。ul,aswellasa fαmer 

'Ii: l!lil SAM US。 Exhlblti,。nManage< LHWIS -”OQllt d on Chung-

B。rn In Seoul‘ l<tum ‘’‘duottd and a n ASIANAMERICAN Ang Un씨에W‘s CrMUve 
from Hanyang Unlvt<Siiy's ARTS CENTER p,。gram Writing m •i• • end ...:eived 
Department of K얘•n ’'1anager 。f New Y。,~. hi‘ ·、。 fOQm the “’”e 
Languoge and Lk•,.tu" e nd unlw<>lty's Qrld이. school 。f

---빼· as• hun、.”10.. ’에· It 廳m;鄭.,,., Arts Bus ln ... Admlnlw훌tjon. 

t ‘· Intξrn., boolcsto" A ltd’”‘ Wh”--。"'loa for th• Game 
Keur'1 ls a book owvltw" -、. .잉!i! • Cultu,. R”•«hS。。•ty. he

the autho< ofv1얘-- boo첼 。IQnColec힐vels 홉1 흘n흉.- «aonizld the "Pi.It on Canvas 

Ind‘"'"、g·-Ryw\&J. --con5'stS‘JfYI 
• HistO<y of G.”tsfoomd、.

Nlolen Rotdirc>. Ni~ ----,.、 l<IMHNayoos, Po.‘-‘lv•ofA•" .π-
s. ... ’‘'"'"''"、""'Fi“,. ANSl"4nam출. aft얽캉., .. 2앙nHtc......,.,lt«u<es; 

‘""'°'"” ...... (CO-Ml-). 。IOnApanmerccomple<ln atlheHtd,._애-

어t빼 ... _,.,. ‘ (a>-•‘’>O<) Jonsi>o-gv. Seo.A,""'""' the Co‘---녕‘’,.-....., 
He is - the"""" of fint g악'PP여@$---- h빼. 

EdUc•""' c .. 、‘·---’--
Lh .. 흘n」 .. a”· Soc"'lf :::~여"‘e~‘:o. ‘:이ec~ ’~In Otpo<tmtnt tt Chun&-Ma 

Univ"여W H•wrot•‘he b。。b
stem•γ볕. 안omavo칠t to one of •G• mts, Gom•11. Pity· sames 

Prose writer‘ Klm Is ·” ed•tO< .. I the artist mξmb흘rwho lived In .... In hum• nltiw. 
committee mtmbt< of th• the c。mpl흩Kwherewas tobe 

Humanities and S。cl•ty • ..,,。,,"、ed In J,ly, 2。09. The 
Review, 'Words t nd Bow.• declslα' of redw려。pmentwas K•n& recelm • BA. In 
andals。w•kes • dlto•l• I• for ab<upt so the tenants did not Socl。l。iY from Yonstl 
both the IReraoy r,、oaailn• have en。ugh time to prepare Unlve<‘W H• ls lnte"'5‘-- In 
Lite<ature and Sotltty -”. the l• m°"" out. The pr여ect ""plalnloa th• , •• ”。nshlp ‘hat
the d、이앵raphlc.._,ln• 〈。mp。잊d of re잊·κhes the gam” hlVIW<th P•。pie'sdally 
v。Sl。K Hlstrttsof lntt야It stories;。n the s<e I ncludlng· the Ille His bo。ks Inc udt •Gtme 

•••vlsual cultu,. "'""'" t nd ‘enants'un•fottunate sotuoti。n and Culturol Studlff0 (co-

e”o<lona’‘odofoey. .... 、g 압>e EYicbon process f。r • ......,.”d ‘”’Sto<yofl<o<ean 
the redev영opmentp때ect, G.,””- (。0-tvtho<).
baas left by ti、efo<mer

-Sfπ'boic vakHs of ' -" l ‘ .. , ... ‘ ·‘,., 
빼 .... 엉de<“stl>ui<흘흘동 and 
lwst-ity。ithe sιmι>dings.

-------、.----냄""' ""'""훌 ... ”낼뼈”-----항'"' They C""1le ¥>rid situations "-'8Al>O"""κcomp.,. 

w-otea "°'"about..,..-- lh""'SI> • comple< matA< :,~"°:;!~ wlthouta‘"""'‘w ., , .. _。, of apα야>riation 어얀khe, 

532 강연XI lU\i 



C씨ldh。여!’-- .、d osao
ado미, .. 、••• ν· comfo” 
wht<、•• , ‘ho bo<om• ti'9d 

otht<•。cl‘”· As tho time 

~ ,,.., '°' Duncnon-d‘-....... 、,.,,..,,”--‘obe
--”야.‘ .... ”" a 1Ptndir,e ,,.,_ ”--”.、---、• 
............. by'""찌----Cl‘&,o.O.κ·‘Aoionc 
Apanrnond• 

~ 

When Gwachoon now‘’tywas 
belr;i built In &.、ui-d。

SCI、il m°""d tho에Ind 81<WUP 
In and with tho coty f.,m ‘he 
tlmoo’his l);nh Ho wmtean 

osfilledwothvar,。us,。n”‘
that c。nnect p。ettyand ’ P 
『Klu야、g .. "' p。et.yslam.
st ere。so。pκ ream '<Q, and 
.. p-d<ama. p。Ebe JuSbCe.‘ 
•"hich has beer、er;i>gir‘il"
dov.,..acu”ttestNf!t'!iiκ· 
cs IO!matioo” 2014 ... 
conmue •。lnc po«tyw‘h

...,‘-peobmaκ-
~αbluti。ns. ill녕 

radio broa‘k.asts 

~ , . ‘」·∼..... !」.r.~J

anth,。p이연lail mastef'“ hesis I'< 

。n‘ht G'"''"'°'' Cota ens 

”--”" "' on Gw•che。n
Now ho ls uyona cut va,,。us

activltl” ;n his‘own He jlot 

ma꺼 •• ”-bouihto ,、。use
”thoGwκ·.、씨 •• 애 

.,,..,,....,.. "'”---&· ot a 1econw.a«、‘• qKl 
... ’-od‘ ....... ....,. 
"'"""’--‘w ........ .. 
<'-'""Cly ......... ‘--、
Oun;ic”‘S Atα-·‘-.. _..、c "'Ph.Don 

mow”、.,.--‘.’”--
-∞”。"" ‘。thopooplo.

Poe‘k Ju’‘1, .... p.,κt t .. m 
c。mpoctd 어tht Hop Hop Du。

Garlon’· Hζ Motl p。etand 
playwri‘ht 씨mGyt。ng-ju and 
hlph。pj。um1”‘l K;m B<ll>Q

,,,.。nAs tho nomt ompli’‘· ‘ht mou。4·。11l< Jusuce 
‘hartt th•-•。、. ‘poet<y 

.、.‘ p ... 。---“.---‘hat ...... p。•tty end .... 

--’‘r”.”··”dd'Otwmo ·@‘.” ... ,,.-.horn 
4” .... ,’”-‘ ... !Ns .... 

·-· dodo<.-' ...... ‘”---
아,-‘* 뻐 • .,,,‘"r;i•lse 
ThesupotP야•~ .luslxe 

<- -K;m osa”Im crrucwh。
graduotedw<h a Ph.Din 
에m studiesfr。m。、una

Ang Univ.,.ity. He is currently 

w。mngasaα。siarn do'ICtO< 

-‘the a...._ St ... 
An O>emi, and IS "°""ftll 
a ""1ospective-ia'、

"'g.- rnastef'S "' the Ii”” ....,‘=y <Deoek Jama”‘s 
Eng-.‘Cinema~ 
''""Abel "',_、 and 
‘LeCharme。ISC~t de Luis 
8unu<Iι‘。shima NaQisa> 
<.JEOn PiErreM허.川e ar얘 
‘Film and Sodety>. 

빠 
Korn graduated ,,。mSe。ul

NabC1>al un,,.,.,ty,。btalr、ed

a n、:iaersaιtheGraduate 

Scho。l。fArct”tect"'e, and 
recev엉a Ph.Dfromtl、.

Univeosity이T。kyo's G<aduatt 

Scho아 c‘ ... ”tly, he ’‘a 
"""를"°' ot ard11tecnxe at 
S.O..Na<ior영UnlWl'kty. 

e훌;edα~the commonness 

"'aroitectu를-----‘ .... the W.:Erity andα ....... 

ofait:“'°"""that..-. 

the syst<m of~·‘· society 

ewrydoy hfe ands。。ety.

91‘od 。” h ‘ he designs 
• • d ‘•<hts. and puts all the 
Yalu”。,·πhoterture int。
αoctocir밍tlw.p ;, sooe<y: He 

h“ wvod os a "'"'"'""°"" "'"""'_ ... 
Ca”m_...、‘onAochbcture
P<locr. voe.,,.._ ot the 

Ao:MKW“ lnstinnof 

---‘-。\WJna”of‘.... l<o-.oArcMtctιal Ed‘JCation 
Ccunci How。nthe K。얻an 

Ins‘itUC.. 。,Archi’‘ectsAwa<d
in 1997 • •d 2008 ‘heCotholic 
An Orimn 2。。s ‘he P roe 
이th<Arch’‘ectural Institute 
。,,@‘· ••2。∞ ‘he Se。ul
NaOona’ um..,.;ty않<l 
p,。•• 。, 。f Engineering in 
2012 .、d the K。,ea lnst~ute 
。,•• 。gical Archltectu•e a nd 
Env,,。,、m•”‘Award in 2。a

Ka”--“led from Seo.A h‘---ψ-·amuten•‘ the~ 

Sc,_ ot AochotK“---、d'"'"'td • Ph.0 hon” the 
바"'"‘oty 。fT<。.。’s Gra얘냉te 
SchO。, Cunonoy. heisa 

P'of ... O< 。,.πh’‘ecture at 
Sooul N•‘,。nal University. 
B111d 。n the e。mmonness
。,.κManure he puosues 

‘ht"""끼ty end publicness 
。’·~에ttcture ‘hat emb。dies
tht ,”‘·「n of place. s。dety.
"'"""'””“.,d society. 
Bo‘od 。n this, he designs 

·”d t.ches.• 、d puts all the 
Yalu” of •0<:hotect ure m。

αan or냉---- socie<y. He hassorvod“ a comπ•S90nef 

"'"""'_ ... 
Cu ”m_...“onA-ecture 
P<locr. voe.,,.._ ot the 

Ao:MKW“ lnstinnof 
Kooft Ind Cha#man of the 

l<o-.oArd、‘""""I E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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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dl. H•w。n tht Koo .. n 
h ‘ritut• of Aod'>it.。sAw•od
;n 1997 and 20。a@、tC.thohc

An Priz• " 20。s。... Prizt 
。‘·、•Aoct.teau'll ’”1t1tut• 
d l«<N ... 2002. N S-1 
Naticnal Un ...... ty 6“ 
-"'E"I'‘--‘ • 
2012. and .... _ ... ”-dEa>I여용‘A"hl«t"und 
EIWilONnefttAwMI on 2013 

Cha Ill"'‘’ι ..... ”·” St<>ul 
Na‘’onal Un씨에ty tnd 
stud;ed for his ,,,..,.,. •‘ 
the Gradua"' School 。,
Archo.,ctuoe Ht ’“ worked 
with Baum Architects end 
。esign Gπup。·Z Archottcts 
a nd ;s n。·…n비"I FL。
Arch Keets. He w。n tht 2。13
Korea Rural Aπ써11CtU . 

c。mpetJti。κG<ind Polzt. 2013 
K«eaRSn‘Aod•t tctAwood. 

Gra,、dPrize. 2015’”--
Archlt«t Aw.., ... G ...... Prizt. 
and 2016 Seo.A ..,,, .. ,«t .... 
Grar、dR‘zeetc. H~rntoO< -·-PuW---,、。lt\ce. 。""'、--
lnternaucr녕 Ulnty.W..... 
0 "'1&v ;1as• Lib<O"f v...,~ 
Q앙oabmtatoon Ctntt< '°'‘ht 
。,gαed and Golhyton-dona 

Musoc C.n‘ •.. 

Im osanartlst• •d film 

d”‘κtor. Su.rtlngwl1h“‘。,
aboutafamllywh。l써 . .. 

w。,"'"· he i‘ lnlt<Httd on 
the π"'"Y αoblems어@、∞· 
wh。 lead lives..," poloO«, 

society. state, ... '""'"" 
n、ewo'ic‘ O'OVO"f ,,.,._ 

and someunes _..,. 

,,.,..,.... ... ~“-.
medaincld”‘야'°'"""""· 
--.... poulllc..i. 
c。”---‘t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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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Ga에mcntJC‘h。 
graduaεd with a PtU> ;,‘ 
fifm-.S horn Ch.r€-
~ ........ ‘cy He " .,.,.‘
WO<tare aG • ,,.。g훌n<ioe。,,, 

atlhe。ne<na-S.OUI
Art。ne<na,and is holding 
a moospective e1hi>l6of、

"', ... , 『oaste<s of the film 

’ndustty. 

Je。ng <ece"-d he< Ph.D. ’oom ‘h• Depa이men‘。,f Joum허,sm 
a nd Med;a at Hankuk 
Unwers;,y 。f Fo<e;gn Stud;es 
with a thesG on movoes on the 
d;gltal era. She 5"'ned he< 
career asa『"OV•e reviewer tn 

the contest at [One 21l and 
.......... ’epate< at [ION。l
• member ol the e<itcrs 

---‘ ... ‘(FM> t..areaaeJ. a、d a staff convn e<>t<>tO< at 
(FLM 2.0l C"경퍼y. she is 
le<bKr.g at HanloAc U<We<Uy 
。f Fo。.. ~n St......,. V.。.,..;

이'"• s;,y and Myonsj’ 
un;vers;,y. 

‘Mu p’ π>VeS th<OUgh the 
c。llab。,... 。n belWeen 
chα.。g<aphe< Ct、。Hye。ng·

iun and aochitect Son Mon· ‘un and has been seekong the 
!빼。nsh;p between spaces 
f,。m a structural peospκwe 
Based 。~•spati에and 

phenomenal。goca l analysos ol 

잉,...,_~영잉ements'. 

-trfto •‘.,...,....with --‘_ .. _. ..... ’ ~<isianct. 

and ph!nomena""" cco..o 
«""""8‘。 the ""'5Kal 
.,..,.‘gπoentol。l>jects ar얘 

peol)lt wht n wu“ ‘d ona 

hcri?。”., plo””· 

s...、_,,.uollt‘’.... o1. 
α•tfaoon ....,,..,, __..,. ‘_ ... ‘""。πliesnamed 
c。”""'°""'1995.S....、
made ""dtOut .. t cart~ 

columnist tnd con‘’'°""" t。
d。"'"''' mtdot. In z。。4 -
was lnvl‘--Han tJ<hob;ti。n
writtt IO 1ht Vtnoot B~nnal• 

p..,;”。n of Ji p• n • nd 
poestnttd h~ "'hobot,。n on 

”""”·’.。n”,,. cα”mun;ty." 
Hew。n tht 36th Stlun Pooe 
lntht “FOffdo<”. ctt•&•'Y of 
the Jap1n Scltnct COf>Ven‘,。n
HI‘ b。oks l”Cl‘.odt ”The s。ul
이a Supt< RObo<" "Otsuka 

A‘-- 。tlth어Fictlon Otaku. 
Tallti’· tbout St。,vtt•"i·

S..W.00 •• w.o.。。nW!Tlf"'.... 。twdU-.,. ............. 
....... , .,,. _.,, ol IN.,...., 
.녕Wtbcoon "'°"''‘ ’n 

z。. ht mtd• "" O.b‘--Webtoon t<t•t on tht K。.... 
p。rtal ~tt 。•um’ H• mad• 

h’‘filmdtb‘• wkl、 "Oamage
。W<1lmt” w hochw•‘ coeated 
by ‘"In& tht quo이.trVlt!W 
and do‘ l " Phl< mtth。d 。fa

c。mp이t<pmt. Ht ’‘.~。.
coltlc ’or lht now cornoc oevoew 
c。nteS1 。,!’·a미。。nweb 
mag"21nt Critic M Cuo,.ntly. 
hel‘tdll。,-ln-thotftt You< 
Maroa.o<。m~otvoewweb

maa .. ,,、.



N“wne。.‘----미 •• ‘ .얘.-.co...-‘""" vilu‘ .... ___ _ 
-””’mS....•-ll>e 
,_ "'"'" -... ~ 
B~.and .... wπtten 
• .., .. of 8-W•bloons 
.,, ... ’”·‘'"°"'Mana> ond ‘My>t0<la> 

Eveoydoy llractu ’‘ b。‘h a
sraphk ‘tud,。found«! by 
Kw。n」oon-h。 ,〈,,、 ~ung-

chul and Kim E。”n • nd 
--”·”c。mmunotyw’hlcn,.,. .. ,, .. ,.、th• ool• 。fdeslsr、

and how d.,C”•CU on <ftllty. 

Aht、@@----야‘«I In 

srapt‘ @‘""'‘--@--...-o” ....... to_ 

~d ..... ‘-"-“-----•• 、‘---‘o-'>viW\ousdotv>,,.,.-•、d

.-.‘’,..,.,..,. 
Zt<dab i< a,...,.,,, .. 、d
P'혀uad”’.、stud,。 
dedl<a“얘 !。ba<omonga

full;‘”ed~얘CulMI’ • ctlvlty. 
Thr•。u‘h • van<ty ot coeati、t
actlVltl" Wf ,。‘*’C<W'"f' 
‘。 nanow th• a• P between 
""pe”m• ntal d” ian and 
c。mmtr<ial dosijjn.end 
sol이lcns t。‘’、. ,..lostlc 

poobl•”· 。• o... a n 

””1 …!l• }.,. ... 1·1::.::• … 
Pa .. .. "'" - ol ll>e -

--- ----여,. .. -· • 
• ”-m‘----. pe<fO<”_,,‘-- Sin<e 
2005 ho has boon°""e 
.,.,,...,._,EU,“.‘ 
,。〈‘JS'"& 。n noos•musocand 

ompr<Wosatoon ln thesame 
I""' he sta ned • ncm mu‘I< 
poojeaca”영"FLICKER 
BEGINS", whkh later evolved 

;,..。aαojea caled "Orr‘’‘-
lowv。ce" ltmany이*·*‘h 
,_,‘b,후nngoewrb, 

ampifiet - · .,,.,.., stand"""· mWc킹-· - .. 얘.。on.일nu2007. 
he has been”j ‘...-ng 

‘。plan peofe<n、ances ”‘’·
"녕oesane. Cur,.ntJy. he I‘ 
w。여ngtogMerw’‘h써‘ 
m<nds Laura • on Mui lae-
d。ng. and we<ks as a memb"' 
。,the lnde아n야nt mu‘lcal 
pooductoon assocoatoon d erived 
h。m。u”ban

P.,.osacua‘O<wt、。a‘·
w<Mtsonex-‘ .......... ‘ 
·→a‘~-、s‘atiof、 and, .... "'‘ He has ""10tked ... ‘ 
a。-°'" lnsti1Wons "'얘 
P찌 .... s‘JChas the lltT‘” 
Museum。rAn and the Sth 
An;a ng Publl<Art Pooject. 
He hasals。。rganoed
va,,。usCuratorial lnmat"es 
Including W«k。nW。rkand
the T empe<a <y Ed uca‘,。,、al
Pr앵ran、。.fSe。ul’sCuratlng 

Scho。l

She started her ca,..r a‘ 
an edotor a od peofe<π'lance 
aeate< w4h LJG C이tural --’s quanerty π_ ... · .. erv;e.,· 5'n<e 

-‘n st、e has waked a‘.、
ed<<X -‘。、e Natiof녕 -...’ 
c..π~olKon>a'“ -----‘ ,,,_ ... 、g leam a<녕--,,_ammng <OOdnator for 
theAsYnArts Theater at the 

Asia CulM • Center. ·、e has 
<Ont lnued with her actMties 
at lh• Fnng• Festival Br-ldge 
Inc‘A>atir、a. • nd the H •Seoul 
FoswolCu얘π--‘ .... ..,. 
"'"°"'"" .. 녕-π"'&arts 
_,、,__.,,1'(. 잊、e 

.야”««>rd‘·‘d a eotes.and ’--’”·*.<·‘mncern;,; t。.’ng perfonnance arts outside ”,. '"'m ol -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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