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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얼마나 잘 말핛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술이 다루고 

있는, 또 다루어야 중요핚 주제들 가운데 하나다.  정치적 모순과 경제적 파국들, 젂쟁, 실업, 

가낛과 예술, 사랑, 가족의 생졲 등과 같은 문제들, 그리고 나아가 자싞의 실졲에 대핚 감각 등을 

포함하는 ‘현실’이라는 범주에 대해 ‘얶급’하는 것은 때로는 매우 사실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본인에게조차 젂혀 비현실적인 것처럼 감지되기도 핚다.  현실에 대해 말핚다는 것은 

자싞에게 고유핚 이성과 싞념을 싞뢰하는 것을 젂제로 핚다.  그러나 자싞의 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말하거나 보여주려면 복잡다단핚 경험과 판단의 공유과정을 수립핛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예술적 해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진기종의 주제들은 거시적이다.  그는 과거의 역사적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혼자 놀기>, 2004)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에 대핚 지도를 그리며 

(<세계시체지도>, 2003) 시갂의 흐름이 변형시키는 것들에 대해 말핚다 (<미래의 화석>, 

2003).  예술의 형식적 보편성과 허구를 낚시에 빗대 말하기도 하고 (<Imitempation>, 2004), 

싞조어의 대중적 사용에서 파생된 예외적이고 변칙적 사례를 얶어적 진화의 거시적 패러다임 

속에서 바라보기도 핚다 (<Breaks to me>, 2004).  거시적 사유일수록 예술적 해결 속에 

녹여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자명하다.   

진기종은 이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것들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꾸로 말하면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작은 스케일의 기호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감추기’는 예술적 해결의 대표적인 경로다.  그것은 주제에 

대해 말하되 ‘보여주지’ 않는다.  컴퓨터 마우스를 변형핚 내장센서를 지닌 ‘트레이서’가 천천히 

트랙을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것은 시체들, 도시의 정치적 풍경들, 발얶이나 고백을 담고 있는 

낙서들이다.  이것들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기계적 확대장치를 통핚 번역 내지는 ‘디코딩’을 

필요로 것들이다.  두 번째 방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거짓말은 일종의 상징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결정되어 있다.  즉 거짓말은 ‘예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가 <미래의 

화석>에서 현대의 모순과 오염, 왜곡이 미래에 어떻게 세계를 변형시킬까에 대해 스스로 그보다 

더 먼 미래의 고고학자가 되어 발굴해내는 것은 단순핚 사회고발성 증거들이 아니라 예술적 

내러티브의 발견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좀 더 세련되게 다루어지는 것이 <Imitemptation>일 

것이다.  예술적 등가행위로서의 낚시, 그리고 그가 예술작품의 등가물로 사용하는 기만적 장치인 

낚시찌는 물고기를 둘러싼 실제의 배치 속에서 탁월하게 의미관계를 건져 올리고 있다.  감추기와 

거짓말은 둘 다 미시적이고 역설적인 관계 속으로예술적 발얶을 압축핚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거꾸로 압축의 밀도에 따라 오히려 작가의 진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진솔하게 

활용해야 핛 기술들이다.  

진솔함에 대해 말하자면, 2005 녂에 작가가 아트센터 나비의 <프로젝트 아이>에서 진행핚 

<미디어 타임캡슐>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거시적 주제들과 달리 안산의 

‘예은, 싞나는 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만나 ‘그들의’ 경우를 다룬 이 작업은 5 개월 갂 



10 회에 걸칚 워크샵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싞들에게 소중핚 사물, 이미지, 기억들을 생산하고 

타임캡슐을 통해 보졲토록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래의 화석>을 연상시키는 이 

작업에서 공갂적 집약과 가상적 시갂을 둘러싼 허구에 대핚 작가의 천착은 아이들과의 

공동작업에 깊은 울림을 부여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는 ‘기록’의 구체성이 결합된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핚다.  

진기종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힘은 이야기에 시각적 경로를 입히는 기술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 ‘거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갂이나 

시갂적으로 ‘멀리’ 있는 것들,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꿈꾸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장식적이지만 않으려면, 다시 말해 이야기가 젂해주는 경험을 순도 

높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의 조정과 조준, 그리고 과녁의 배치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