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습의 문제 - 탈주 및 도피, 씻김굿
아주 오래젂, 굮대 유격 훈렦의 마지막 코스에 탈주 및 도피라는 과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하고 도망하는 과정인데 추적조인 조교와 교관에게 잡히면 발바닥을
죽게 맞고 얼차려를 받는다는 코스.
이상하게 조습의 작업들을 보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조습은 작품 속에서 도망치고, 탈주하고
멀리 멀리 가버리고 싶어 핚다.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망 못갂다. 붙잡혀 얻어맞
고, 물고문 당하고, 발에 깔리고, 성고문 당하고, 시체가 되었다 부활핚다. 그리고 살아난 뒤에도
다시 그 과정은 되풀이 된다.
그 연극적, 자학적인 그의 작업들은 결과 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 보인다. 역사나 사건의 어설픈
재현과 사짂 이미지로의 기록 보다 그것을 맊드는 과정을 그는 즐기는 듯하다.(당연히 그에게도
쨍핚 사짂 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세게 있다는 것은 말핛 필요도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작업 속에는 매저키스트적 요소가 강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개인에게 부과된 역사
적 트라우마, 혹은 트라우마라고 보여지는 어떤 강박증의 치유를 시도핚다. 하지맊 그는 치유되지
못핚다. 즉 도망 못갂다. 왜냐면 상처와 내상은 끝없고 치유의 효력은 약발은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비슷핚 작업들을 되풀이 핚다. 버젂을 달리해서.
작가들의 비극은 거기에 있다. 마치 그리이스 고젂 비극처럼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사실에 대핚
거역을 끝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다. 여기 시지프스와 탄탈로스를 떠올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
다. 다시 굴러 내리는 바위와, 눈에 보이지맊 목을 축일 수 없는 물.
조습의 작품은 일종의 씻김굿이다. 물롞 그 굿은 무당의 그것이 아니라 작가, 양아치, 변태적인
것을 차용해서 이루어짂다. 정직하게 말해서 그의 작업은 양아치와 변태가 못되는 작가의 하위
양식의 차용이다. 이 때 양식이란 작업의 형식이 아니라 작업 속에 드러나는 행위와 장소와 태도
등을 말핚다.
아마도 그 양아치성 때문에 조습이 캐스팅핚 작가, 평롞가 등등은 기꺼이 참여하는 듯이 보인다.
왜냐면 이미 지식인인 그들은 어떻게 해도 양아치는 못되고, 퍼포먼스 속에서 대리 체험 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또핚 그들 모두가 가짂 트라우마를 조습의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공동 치유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핚다. 과연 치유가 좀 이루어졌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치
유가 필요핚 게 아니라 치유의 제스처가 필요핚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예술작품이란 결
국 제스처 형식의 방어기제이다.
일종의 방어기제로서의 조습의 작품들은 복잡핚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
적 사실, 범죄, 사건들이 그에게 온다. 그것들을 어설프게 재현하는 척 함으로써 승화시키려 핚다.
(조습이 실행하는 사건의 재현에서 중요핚 것은 정확성이나 유사성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성이다.
즉 물에 담궈지고, 길거리에 시체가 되어 누워 있는 정황들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
는 아마도 속죄의 기분과 타인과의 동일시를 경험핛 것이다.) 유명 작업들과 양아치, 날나리적 행
동 양식을 차용하고, 패러디함으로써 심리적 방어기제의 다양핚 방식들이 담겨 있게 된다. 자기동
일시, 합리화, 억압, 격리.... 등등.
조습의 강점은 자싞을 희화화 하는 것이다. 모든 농담, 개그 유머가 그렇듯이 짂짜 풍자는 풍자
대상뿐 아니라 자기 자싞이 포함되어야 핚다. 즉 풍자하는 자의 알리바이가 없어야 핚다. 조습의

작업 속에 그는 늘 현장에 있다. 그는 풍자와 패러디의 대상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자싞을
풍자하고, 비웃는다. 그것은 미술을 둘러싼 시스템과 소비와 담롞들로 확대된다. 사실 그러므로
조습이 다루는 것은 역사나 사건뿐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얶급하는
미술 젂체이다. (나를 포함핚 우리 모두) 그러므로 조습의 작품은 바로 여기 있는 당싞에 대핚 비
웃음이자 농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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