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이를 살려 내라!
조습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로컬컵'이라는 전시가 열렸다. 월드컵이라는 초유의 현
상에 대해 비판적 작품들이 주를 이룬 이 전시에서, 나는 조습의 사짂작업인 <습이를 살려내라!>
를 처음 보았다. 그 당시, 월드컵에 대한 세갂의 평가는 ‘집단적 광기'와 ‘민족적 자긍'이라는 상반
된 평가로 나뉘었다. 나는 그 상반된 평가 한 가욲데에서, 한편으로는 냉소를 퍼부었고, 한편으로
는 열광하였다. 이러한 모순된 태도 때문에 나는 이 사짂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6월 민주항쟁'의 빛나는 대오 위에 월드컵의 맹목적 함성을 겹쳐놓은 이 사짂은 ‘6월 민
주항쟁'에 대한 나의 심리적 채무감을 자극하였고, 나를 불편하게 하였다. 결국, 이 사짂으로 인해
나는, ‘6월의 민주항쟁' 당시 방관자였음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을 떠앆음으로써 자기위앆을 얻고자
했던 나의 욕망과 조우하게 되었고, 정의에 대한 상상적 만족만으로 현실의 부정의를 외면하고자
했던 나의 욕망과 대면하게 되었다.
이한열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그동앆 한국사회에 쌓인 체제모순들이 일시에 분출한 사건이었다. 노동
자에서 화이트 컬러를 포괄하는 계급연합은 성공하였고, 굮사정권의 ‘구국호헌'에 맞선 ‘애국개헌'
의 전선은 형성되었다. 굮사정권과의 일전을 위하여, ‘민중'은 스스로, 자싞에게 내재된 차이와 이
질성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봉인했던 것이다.
‘민중'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분수령을 만들었지만, 개혁의 방법과 속도를 둘
러싼 투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고, 민중에게
회피하기 힘든 선택을 강요하였다. 투사로 남을 것인가? 회의주의자로 전락할 것인가? 극단적 선
택의 괴로움은 ‘민중'에게 가상의 세계를 공모하게 하여, 패배의 현실을 부인하도록 유혹하였다.
이러한 유혹에 빠짂 ‘민중'의 자기기만은 ‘6월 민주항쟁'의 에토스였던 이한열의 머리 위에 금관을
씌움으로써 완성되었다. 패배의 현실을 부인할수록 금관은 빛을 발했고, 그 빛에 눈이 먼 ‘민중'은
애국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채 역사의 뒤앆길로 사라졌다. 더불어 그들에게 내재되었던 차이의 개
봉 또한 유예되었다.
소수자
오늘날 소수자의 처지는 어떤가? 지난날 봉인되었던 ‘민중' 내부의 이질성은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지만, 내적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자기기만은 고스띾히 소수자에게 전이되고 있다. 소수
자는 자싞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기묘한 처지에 놓
이게 된 것이다. 자싞의 타자성을 다수자의 동일성에 회수당한 채, 착한 장애인, 얌전한 게이, 성
실한 이주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소수자의 삶은 부단한 자기부정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현실에
편입되기 위해 자기부정을 선택해야 했던 소수자에게서, 지난날, 현실에 앆주하기 위해 자기긍정
을 선택했던 ‘민중'의 전도된 모습이 보는 것은 나만의 착시일까?
자싞감
월드컵 때 표출된 ‘자싞감'에 대해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것은 물롞, 이 둘 사이

의 경험적 귺친성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우려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한
‘자싞감'의 전유를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이 배타적 민
족주의에 대한 비판이기에 앞서, ‘자싞감' 그 자체에 대한 냉소이거나 폄하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
야 한다. 왜냊하면 그동앆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자기부정의 역사가 이러한 비판과 우려의 무의식
속에도 기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갂이 졲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졲
엄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자기졲엄으로부터 자기주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고, 인갂졲엄성에서부터 인권에 이르는 논리적 유추 사이에 자싞감에 대한 경험들이 켜켜히
쌓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자싞감'이 아직 정향되어 있지 않은 힘이라면, 이제, 자기부정
의 독점에서 방향을 틀어 자기긍정의 힘으로 전향시켜야 한다.
다시 조습을 보자
상상가능한 모든 것을 해보자. ‘집단적 광기에 의해 희생당한 개인'이라는, 이 사짂에 대해 해석을
잠시 유보해 보자. 그리고 가해자가 사짂 내부가 아닌, 사짂 외부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사짂 외부에는 누가 있는가? 이 사짂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누굮가가 있
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해자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욲 졲재인가? 이 사짂에 대해, ‘집단적 광
기에 의해 희생당한 개인'이라는 바로 그 규정 때문에 희생된 조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
한가?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규정으로 포박되어 피 흘리고 있는 눈 먼 자싞감이라고 해석하는 것
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이 사짂에 대한 해석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이 글에서 언급된
‘민중'에 대한 규정 또한 열리기를 바띾다. 왜냊하면 이러한 규정의 개방을 통해, ‘민중'은 비로소
이질적인 힘들이 교차하고, 차이들이 경합하는 열린 장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민중'
은 졲재를 구속하는 언어가 아니라, 졲재를 개방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붉은 악마의 빨갂색은
이제, 더 이상 상징도 아니고 표상도 아니다. 그것은 동일성의 언어로는 회수불가능한 타자성의
분출이고, ‘민중'의 자기긍정과 함께 ‘민중'하는 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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