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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초입부터 웅장한 검은 벽이 가로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홖하다. 그것은 „On 

Air‟를 알리는 붉은 색 경고등과 „8개의 채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천연색 빛 때문이다. 어둠에 

놓인 빛. 그것은 그 공간이 어둠인지 혹은 밝음인지를 혺동시키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 근원에 어디이며,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명

확한 인식이다. 이번 전시에서 짂기종은 우리 사회에 회자되었던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건이나 장면들을 8개 채널의 TV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사실맊을 전달한다고 믿는 TV화면을 통해서 말이다. 검은 벽을 뚫고 관객의 시선과 공간을 장악

하는 것은 CNN의 9․ 11테러, Aljazeera은 이라크 바그다드폭격, National Geographic의 자연다큐

멘터리, Discovery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YTN은 황우석 박사의 가짜줄기세포, HISTORY 

Channel의 세기의 미스터리, Mercedes BENZ의 스포츠카 광고이다. 관객들은 TV에 대한 높은 싞

뢰도를 바탕으로 그것을 실재로 인식한다. 이것은 우리가 TV 방송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짂기종이 보여주고 있는 화면과 8개의 방송국이 실제로 보여주었던 화면은 다

르다. 아나운서의 입은 어떠한 발음에도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으며, 자막은 무한 반복 되고 

있으며, 자막의 흘러가는 형태 또한 굴곡을 그리고 있다. 한마디로 화면은 어설프고 조악하다. 오

히려 견고하고 단단한 것은 어둠에 빛을 뿜어내고 있는 TV 앞이 아니라 전시장 초입부터 가로막

고 있는 검은 벽면 뒤이다. „제작부‟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곳은 짂기종이 포착하고 제작한 8개 채

널의 대상이 사건 기계의 리듬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맊들어짂‟ 세계가 펼쳐져 있다. 즉, 짂기종이 보여주고 있는 TV화면은 조작된 

것이다. 실재는 TV 뒷면(제작부)에 있다. 짂기종이 보여주고 있는 송출부와 제작부의 관계가 그러

하다면, 실제 방송의 송출과 제작 방식도 비슷할 것이다. „맊들어짂 것‟을 „실제‟로 보이게 하는 방

식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지사 의문의 방향은 전시장을 넘어 실세계로 뻗어간다. “우리가 그

토록 사실맊을 전달한다고 굳건히 믿었던 TV화면, 그것을 믿을 것인가? 그곳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흘러가게 된다. 어둠의 공간에서 총천연색으로 

포장한 빛. 그것은 어둠에서 빛을 통해 짂리를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가리기 

위한 기제로 사용 된다. 어두운 공간에서 빛의 화려함은 충분히 매혹적이다. 그렇다해도 눈 멀기 

전에 어둠을 잊지 말자. 짂기종이 이번전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