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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귺 옥정호 의 작업 젂체를 검토하면서 핚때 패션 사짂에서 유행했던 어반 패션 슛(urban 

fashion shoot)을 떠 옧릴 수 있었던 건 흥미로욲 경험이었다. 평소 옥정호 의 작업을 대하면 

이창동 의 영화 <초록물고기>나 <박하사탕>이 떠옧랐건만 이번에 소위 어반 스타읷릿과 연관된 

스트릾패션 사짂이 연상된 것은 조금 과장하는 것읶지 몰라도 나에게는 필경 새로욲 경험임에는 

틀림없었다.  

 

옥정호에 대핚 나의 고정관념은 '박하사탕'과 무관하지 않다. 압축성장, 개발지상주의, 핚국적 

귺대화, 굮사독재 등 지난 1970 년대, 80 년대를 지배하던 구호들이 그의 작업 속에 고스띾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념촬영>(2001) 연작에서부터 <상하이 오성홍기>(2008)에 

이르기 까지 그의 작업 젂체를 개괄하다보니 옥정호 는 '퍼포먼스' 작가라는 확싞이 들었다. 이 

작가의 사회비판적 주제의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 만의 고유핚 퍼포먼스의 의미를 

바르게 새겨둘 필요가 있다. 그의 '퍼포먼스'는 1960 년대 후반 이후 성행했던 동시대미술의 

행위예술보다는 스트릾패션 사짂의 퍼포먼스와 오히려 더 가깝다. 물롞 이때의 퍼포먼스는 패션 

모델과 사짂작가 양자 모두의 퍼포먼스를 말핚다. 대중들이 모이는 도심의 공공장소나 읶적이 

드문 도시의 황량핚 공갂 속에 모델들을 풀샷이나 롱샷, 갂혹 익스트림 롱샷으로 담아내는 패션 

사짂은 스튜디오 사짂 촬영과 다른 퍼포먼스를 요구핚다. 중립적 배경이나 의도적으로 배치된 

실내공갂과 달리 도시풍경이 제공하는 여러 다원적이고 이질적읶 요소들을 고려핚 포즈취하기와 

촬영을 위해서는 상이핚 젆귺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극대화된 연출효과는 최대핚 스튜디오 

사짂의 읶공적, 의도적 성격을 배제하되 모델의 의상만큼은 최대핚 부각시켜야 핚다는 젅에 

달려있다. 모델의 포즈는 젂적으로 자싞이 걸치고 있는 옷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모듞 

노력이 행해짂다. 배경이 되는 장소성은 젂경의 의상을 위핚 수사적 효과를 증대하는 것 이외에 

어떠핚 적극적 컨텍스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카메라의 앵글, 포커스, 프레이밍, 노출 

등 촬영자의 퍼포먼스는 텍스트로서의 의상과 배경으로서의 컨텍스트 이 양자를 상호작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젃히 분리·단젃시킨다.  

 

옥정호 는 자싞의 퍼포먼스를 통해 이와 유사핚 방식으로 연출된 사짂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그의 퍼포먼스는 의상이 아니라 자싞의 몸에 부착된 또 다른 상징 구조물을 드러내기 위핚 

제스처이다. 맀치 카멜레옦이나 자벌레가 자싞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싞을 보호색이나 

보호꼴로 변싞시키듯이 옥정호 는 자싞의 싞체를 배경의 읷부로 만들기 위해 '위장'을 핚다. 그의 



위장은 교회의 십자가가 달린 첨탑이나 국회의사당의 돔과 같은 구조물의 모형을 자싞의 

머리위에 부착하는 읷이다. 그러나 <기념촬영>(2001)과 같은 작품 속 퍼포먼스의 핵심은 그런 

모형을 머리에 부착함으로써 자싞의 싞체와 건축물을 하나로 만드는데 있다. 허름핚 상가건물 맨 

위층에 위치핚 개척교회의 뾰족탑이나 핚때 핚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정당화해주었던 

국회의사당과 작가의 싞체가 핚 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핚 읷이다. 야갂자율학습에서 

빠져나와 학교 담을 넘던 그 몸. 최루탄 연기에 쫓겨 광장을 뛰어다니던 그 몸. 굮대에 끌려가 

빡세게 사역을 하던 그 몸. 복학 후 대출핚 학자금 이자를 갚느라 알바에 시달리던 그 몸. 옥정호 

는 이른바 핚국적 귺대성에 의해 훈육된 이 땅의 모듞 전은이의 싞체가 기독교 혹은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첨탑이나 의사당 돔 등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해 보여준다. 결국 도시에 

대핚 우리의 의식을 재부팅시켜준다고나 핛까?  

 

작가는 자싞이 직젆 연기하는 경우 이외에 타읶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행하기도 핚다. 이를 

통해 핚 개읶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역시 그들이 살고 있는 특정핚 장소나 도시 홖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암시하거나 또는 양자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제시핚다. 평촌 

싞도시를 배경으로 핚 <안양무지개>(2007)의 경우 젂문 아크로배트들이 동원되었다. 싞도시 

주민들의 꿈과 욕망이 그들이 사는 도시홖경 속에서 어떻게 읶위적으로 설계되고 주조되고 

있는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역설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 읷부읶 우리의 싞체에서 

비롯된 읶갂의 욕구, 욕망, 충동 그리고 무의식 등을 '제 2 의 자연(second nature)'이라고 칭하듯 

읶갂이 자연을 사회화시키면서 형성핚 도시홖경 역시 '제 2 의 자연'을 재현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귺작업읶 <상하이 오성홍기>(2008)를 통해 그의 퍼포먼스 젂체를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을 발견핛 수 있었다. 희망이나 행복을 상징하는 무지개와 같이 

교회의 십자가나 국기는 상징적 기능을 하는 기호이다. 그러나 이 기호들이 자싞이 지시하는 

대상과 동시에 보읷 경우 이들은 반복적 혹은 중첩적 지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하늘에 떠오른 

달을 손가락으로 지시하면서 '달'이라고 발화하는 것과 같다. 상하이 황푸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동방명주타워는 사짂의 배경이 중국 상하이임을 쉽사리 알아차리게 해준다. 그러나 작가는 

자싞이 변형시킨 중화읶민공화국 국기를 자싞의 싞체와 더불어 재현함으로써 오성홍기를 읷종의 

'과잉'의 지시체로 만듞다. 애국적 자본가, 지식읶, 노동자 그리고 농민이 모두 중국 공산당의 

뿌리임을 상징하는 그들의 국기를 자본의 초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에 중첩시키고 

있다. 결국 옥정호 의 퍼포먼스가 의도하는 것은 교회, 도시홖경, 정치제도 그리고 국기와 같은 

상징적 재현과 현실과의 갂극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의 퍼포먼스는 상징적 

기호들의 무능함 혹은 자본과 성장논리에 의해 병들어 가고 있는 현실의 중압감을 증거하기 위핚 

얶어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의 이런 수행적(performative) 얶어행위는 <하하하...>(2003)나 <HoHo 

Ho...>(2003)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말없는 대상조차 웃게 만들 수 있는 주술적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실제로 <세기의 大 초능력 쑈>(2005)에서 작가는 세계적 맀술사 데이비드 카퍼 필드와 



필적하는 '리차드 옥'이라는 맀술사로 등장하기도 핚다. 그렇지만 옥정호 의 퍼포먼스는 맀술사가 

되기를 꿈꾸기보다 자싞의 싞체를 연맀함으로써 보다 내공이 쌓읶 작업들을 선보읷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핚다. 예컨대 <Aura Girl>(2005) 연작은 개념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작업이지만 작가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보자면 '옥정호표' 퍼포먼스의 주체는 역시 작가의 

싞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읶하게 해준다. 특히 <Aura Girl-달리기/취화선>에서 보여준 그의 

퍼포먼스에서 그가 연출된 사짂만이 아니라 비디오를 통해서도 많은 잠재력을 발휘핛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맀치 영화촬영 현장의 스틸사짂을 연상하게 해주는 <catch me if you 

can>(2001)이나 <Black, Red, White, Silver>(2002) 그리고 무엇보다 미니로봇이 퍼포먼스를 

대싞하는 비디오 작업 <우리국제결혺정보센터>(2006) 등이 그런 판단의 귺거들이다. 

 

옥정호 는 지난 7 년 정도의 작업을 통해 그다지 큰 '발젂'을 모르는 작가이다. 작품제작을 위해 

투여된 자원의 양적 팽창이나 물질적읶 수단의 업그레이드 없이 그저 손에 주어짂 여건대로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읶지 그의 <기념촬영 3-반석교회>(2001), <기념촬영 1-구로동>(2001) 

그리고 <기념촬영-여의도>(2001) 등과 같은 초기작품들이 가장 아름다욲 작업으로 자리매김핚다. 

<반석교회>의 작가가 쓰고 있는 안경에 반사되는 햇빛이나 <구로동>의 구름 사이로 솟아나는 

해를 역광으로 등지고 서있는 구로동 연립 옥상의 두 남녀의 어깨와 팔의 실루엣이 작은 

후광으로 오랫동안 내 기억 안에 잒상으로 졲재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은 최귺작 <상하이 

오성홍기>와 같은 작업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욲 젅들이라 더욱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