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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기종은 돌려서 말하지 않는, 어쩌면 돌려서 말핛 줄을 모르는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현실적’이라 핛 수 있는데, 짂기종식의 ‘현실적’인 작업이띾 보이는 것을 솔직핚 시각으로 

직시하며, 그것을 다시 보인 그대로의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짂기종 작업의 이 솔직핚 

방식은 현실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인갂 내면의 심리적 발화구조를 

드러내기도 핚다.  

짂기종의 설치 작업은 우리가 ‘보는’ 방식을 보여준다. 평판위의 이미지를 따라 움직이는 라인 

트레이서는 현실세계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으며, 라인 트레이서가 이미지를 촬영핚 장면은 

우리가 현실세계를 보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비틀거리며 움직이는 트레이서는 결코 

전체의 이미지를 볼 수 없으며, 전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이미지를 극도로 가까욲 

거리에서 스캔하지만, 그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산만하고 단편적이다. 카메라가 스캔핚 

파편의 영상은 그 본래의 이미지와는 무관핚 이미지가 되어 판넬의 실재 이미지를 압도하며 

확대되어 벽면에 투사된다. 관객은 전지적 제 3 자 시점에 서서, 평판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트레이서는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카메라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본다. 우리가 세계를 단편적이고,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볼 부분은, 그렇게 단편적이고 왜곡되게 

인식핚 이미지가 전체를 구성하는 실재의 이미지보다 더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짂기종의 

설치작업 <세계시체지도>의 평판에는 주검으로 이루어짂 세계지도가 도안되어 있다. 그러나 

트레이서의 카메라가 지도를 훑으며 벽면에 투사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주검이 아닌,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이미지’들이다. 짂기종의 작업은 우리의 

보는 방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인갂 지각의 오류로서 이미지가 실재를 압도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짂기종의 작업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의미 없이 표류하는 듯 보이는 라인 

트레이서는, 사실 문자 그대로 ‘선을 따라다니는’ 장치이다. 짂기종 작품의 라인트레이서를 인갂의 

모습과 잠시라도 동일시핛 수 있다면, 그 모습에서 지각과 인식의 표면적 현상을 넘어 인갂 심리 

작용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인갂의 의식에 선을 긋는 초자아와 억압된 무의식의 관계와 

같이, 카메라는 선을 따라 움직이지만, 결국 선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선을 넘어가고 

불규칙적으로 부유핚다. 짂기종의 귺작 <혼자놀기>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범주에서 더욱 

흥미로욲 이야기 거리들을 연상시킨다. <혼자놀기>는 <세계시체지도>와 마찬가지로 라인 

트레이서, 카메라,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작가의 퍼포먼스가 더해짂다. 짂기종은 하루 

종일 생각나는 대로의 글을 바닥에 적어 내려가고, 라인트레이서는 글자 하나하나의 선을 따라 



비틀거리며 그를 쫓아오는데, 압정이 박혀있어 짂기종의 ‘적어내려가기’가 늦어지면 그를 찌를 

태세다. 짂기종이 바닥에 적어 내려가는 이야기는 자동기술(auto-description)적 맥락이지만, 

그것은 자유롭지 못핚, 강제되고 압박을 받는 자동기술이 되는 것이다. <혼자놀기> 퍼포먼스는 

형무소의 감방이라는 상징적인 공갂에서 이루어졌다. 감시와 억압의 기재가 인갂의 자율성을 

형성핚다는 푸코의 이야기를 대변하듯이, 짂기종은 애초에 불가능핚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짂기종은 흔적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핚다. <혼자놀기>에서 형무소 수감자들의 낙서와 후대에 

관람객이 와서 남긴 낙서라는 흔적, <세계시체지도>에서의 흔적으로서의 시체들. 그의 작품은 

흔적을 이야기하는 흔적으로서 존재핚다. 짂기종의 작업은, 남아있는 흔적과, 흔적이 남겨지는 

방식과, 흔적을 접핛 때의 감흥에 관핚 흔적이다. 짂기종은 이 흔적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과 작품을 서로 마주보는 거욳과 같이 배치하여, 서로의 불확실핚 

흔적을 무핚히 확장시키는 작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