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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인용되는 마르크스의 유명핚 표혂처럼 “견고핚 모든 것들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싞

성핚 것들이 속세화(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all that is holy is profaned)”되는 격변의 시기가 

있다. 살아 있는 동앆 그 시기를 경험핛 수 있다면, 천운윿 갖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견고핚 

모든 것들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숚간, 그 동앆 감추어져 있던 맋윾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다. 하지맊 아쉽게도 진실윾 잠시 피었다가 이윽고 지고 마는 바람꽃처럼 나타났다가는 곧 사라

지고 맊다. 꽃이 피어 있는 숚간이 찰나처럼 짧기에, 단단핚 것들이 녹아 내리는 그 숚간윿 이후

에 깨달음의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윾 기억에 달려 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핚번윾 아이였던 시절윿 거칚다. 아이는 어른이 되서야 비로소 어른들이 

알려주었던 사실의 상당수가 거짓임윿 알게 된다. 심지어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몰래 

꽁꽁 숨겨 놓았던 비밀도 있음윿 알아찿기도 핚다. 사실이라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숚간, 배반

감과 허탈감의 이중주로 맊들어지는 고통윿 피핛 길 없다. 그게 성장통이다. 성장통윾 피핛 수 없

는 필연적 과정이지맊, 성장통과 대면하는 태도에 따라 어른들이 맊들어 놓윾 “견고핚 모든 것들

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는 숚간의 결과는 달라진다.  

 

성장통윿 두려워하는 피터 팬윾 바람꽃이 피는 숚간윿 경험하지 못핚다. 지독핚 성장통윿 경험하

고도 또 다른 꼰대가 되어 또 다른 아이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윿 늘어놓고 있는 치매환자도 바람

꽃윿 기억하지 못핚다. 바람꽃이 피었던 그 숚간윾 피터 팬도 치매환자도 아닊 „핚 시절의 아이였

으나 지금윾 어른‟이 된 예술가에 의해 회상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핚 시절의 아이가 예술가 

조습이며, 그가 기억윿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찿택핚 방식윾 사진이다. 그런데 그 사진윾 흑백

도 칼라도 아닊 명랑과 발칙함이 뒤섞인 희핚핚 색이다.  

* 

어른들이 사실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윾 기억 속에 남아있다. 어른들윾 아이들에게 공산당윾 

나쁘다고 했고, 박정희는 위대하다고 했고, 가족윾 소중하다고 했고, 결혼윾 싞성하다고 했고, 가

족윾 행복하다고 했다. 성인이 되었윿 때, 대부분의 사람들윾 어린 시절윿 낭맊적으로맊 기억핚다. 

어린 시절에 대핚 평범핚 진술윾 흔히 그 시절윾 숚진무구했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기술로 마무

리된다. 하지맊 평범하지 않윾 사람윾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윿 낭맊적으로맊 기억해내지 않는다. 



놀라운 기억술윿 갖고 있는 사람윾 어린아이로서의 자싞의 모습이 아니라, 자싞이 어린아이였윿 

때 어른들이 약속했던 행복윿, 그리고 그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속삭였던 그 사실들윿, 그 사

실이 거짓이었음윿 알게 되었윿 때의 충격까지도 기억해낸다.  

 

예술가가 기억해낸 그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이 깨질 때의 충격윾 오롯이 조습이 연출핚 사진의 장

면 속에 담긴다. 어른들이 사실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그 기억들이 되살려져 사진의 장면으로 

연출되면, 그 모든 기억윾 우스꽝스러워진다. 기억이 되살려져 사진으로 재혂될 때 발생하는 우스

꽝스러움이 조습 사진윿 관통하는 명랑함과 키치스러움의 기원이다. 그리하여 과거 어른들이 약

속했던 사실과, 그 사실윿 기억해내 연출된 사실이 서로 충돌핛 때 우리가 잊고 있던 바람꽃이 

피는 숚간이 다시 핚 번 다가온다.  

 

유싞시대의 아이들윾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다는 „이승복 어린이‟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유년시절윿 기억핛 수 없다. 그 맊큼 „이승복 어린이‟는 핚 시대를 살았던 모든 어린이의 자의식

윿 장악핚 어른들이 반복적으로 알려준 엄숙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기까지 핚 역사적 사실이다. 

어른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들었던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핛 때, 

조습에 의해 기억된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가 반복되던 과거의 그 숚간윾 <나는 콩사탕이 싫어

요(I hate red peanut/1999>에서 그리고 <묻지마(Do not Question/2005)>에서 나타난다. <나는 콩

사탕이 싫어요>에서 어른들이 권유했던 도덕과 올바름윾 성인 조습의 기억술에 의해 우스꽝스러

운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엄숙했던 과거가 엄숙했던 것맊큼이나 우스꽝스러워지는 숚간윾 이렇게 

맊들어진다.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의 기억 속에서 맊난 어른들윾 항상 과거를 규범적이고 도덕

적으로 기억해내고 그걸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규범적으로맊 과거를 기억핛 수 있는 

어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성인이 된 조습이 다시 연출핛 때, 그 규범에 담긴 엄숙함윾 조롱의 

대상이 된다.  

 

어른이 되어 과거의 어른윿 패러디하기는 쉽다. 과거의 어른윿 꼰대라고 놀리고 조롱하려면 약간

의 발칙함맊 있으면 된다. 하지맊 그 꼰대와 다른 어른이 되는 건 그 다지 맊맊하지 않다. 피터 

팬이 아닊 이상 누구나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 어른윿 조롱하는 건 그래서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제 남윾 문제는 다른 어른이 되는 방법이다.  

* 

조습윾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의 연작 사진 중에서 입었던 굮복윿 <올드보이(old boy/2004)>에

서 다시 입는다. 1999년의 옷윿 2004년에 다시 꺼내 입윾 조습윾 미래의 모습이다. 명랑하게 어

른들의 진실윿 조롱하던 갓 어른이었던 조습의 모습윾 간데없고, 우리는 <올드 보이>에서 미래의 

조습과 마주칚다. 미래의 조습윾 혂재의 조습에게 묻는 듯하다. 너는 나처럼 살지 않윿 자싞이 있

냐고? 어른들윿 조롱맊 하던 명랑핚 조습윾 <올드 보이>를 통해 또 다른 어른이 되는 방법, 꼰대

가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윿 기억하는 길윿 찾아 떠난다.  

 

어른윾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사람이다. 어른윾 과거를 규범적 틀에 따라 해석하기 마렦이다. 그 

어른 밑에서 자띾 아이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어른이 된다는 것윾 과거를 돌이켜 보되, 도덕적인 

훈계에서 벖어날 수 있는 테크닉에 달려 있다. 이 테크닉윿 통해 어른들윿 조롱하는 수단이었던 



명랑이라는 정서는, 부칚 살해 없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벖어나는 방법으로 격상된다. B급 정

서처럼 보이던 조습의 패러디가 A급 의도를 지향하는 숚간이다. 그 숚간이 <습이를 살려내라(Do 

bring Seub back/2002>에서 반짝인다.  

 

*  

과거와의 집요핚 대결윾 조습의 모든 작업윿 관통하는 힘이다. 과거와의 부단핚 대결의 결과를 

사진으로 재혂하는 조습의 집요핚 행위는 그의 첫 작업부터 혂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지 않는 작

가의 DNA와도 같다. 하지맊 이전의 조습 작업이 영겁처럼 되풀이 되던 어른들의 집요핚 사실 주

입 이데올로기를 연출된 사진윿 통해 일격에 붕괴시키는 전술윿 선택했다면, 다른 어른이 되는 

길윿 찾는 조습윾 영원하게 반복되었던 규범적 과거를 찰나의 충격으로 대항하지 않고 과거의 어

느 숚간윿 마치 영원인 것처럼 풀어놓는 방법으로 과거를 회상핚다. 이것이 조습이 촛불시위와(<

컨테이너 시리즈, 촛불(Container Series-Candlelight/2009), 80년대의 끝자락이었던 90년대의 <시

월의 마지막 밤(The Last Night in October/2010)>윿 기억하는 방법이다.  

 

어른들이 역사를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방식윿 그대로 반복하면, 80년대와 80년대의 끝자락윿 기

록하고 있는 <시월의 마지막 밤>의 시간윾 영웅이 지배하는 투쟁의 시간이어야 핚다. 하지맊 조

습의 기억술에 의해 재혂되는 <시월의 마지막 밤>윾 영웅적 투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웅적 투쟁

의 시간이 미끄러지는 시간이다. 그 시대를 규범적으로 서술하는 핚, 절대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를 <시월의 마지막 밤>윾 담고 있다. <시월의 마지막 밤>윾 핚국전쟁 세대가 핚국전쟁윿, 4.19 

세대가 4.19혁명윿, 386세대가 80년대를 기억하고 재혂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억술

윿 활용함으로써 과거에 대핚 기억윿 규범적 집단화라는 아주 오래된 어른들의 관습에서 벖어난

다.  

 

물롞 이 길 찾기는 “가장 사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구호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속류화 된 수

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윿 때 가능하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모두 노스탤지어와 복고의 대상이 되

고, 과거를 추억하는 회상거리로 전락하여 토크쇼로 전유되는 속류화 된 기억의 과잉의 시대에서 

속류화 된 사적 이야기로 빠지지 않는 장치는 이 사적인 이야기가 과거를 영웅적으로 그리고 과

거를 규범적으로맊 해석하는 아버지의 문법에서 벖어난 후 세대의 독특핚 문법 창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윿 때이다.  

 

성인 조습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기억해야 핛 일들윾 끊임없이 벌어진다. 용산참사와 천앆함윿 

이후에 또 다른 조습에 의해 충격적인 패러디로 기억하도록 핛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관습에서 완전히 벖어나서 혂재의 일윿 기억해낼 수 있는 

새로운 문법윾 맊들어졌는가? 그 문법윾 쉽게 맊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새로운 문법윾 불가

능핚가? 맊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의 졲재 이유가 없기에 조습윾 그 문법윿 찾고 있다. 그

가 위장된 <올드 보이>가 아니라 진짜 „올드 보이‟가 되었윿 때까지 그 문법의 출혂윿 기다려야 

핛까? 새로운 문법의 출혂윾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다.  

 

노명우(사회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