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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_ 언어 Language를 거스르는 유쾌한 언어들 – 정은영 

 

 

질서의 바깥에서 질서를 찾는 일, 혹은 제도의 밖에서 제도를 찾는 일은 얶제나 녹녹하지 안다. 

얶어의 밖에서 얶어를 찾는 일 역시 마찪가지다. 얶어야 말로, 가장 권위 있고 단단핚 질서이자 

제도이기 때문이다. 균질적인 의미화를 목표로 하는 얶어의 체계와 구술의 방식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결들과 그 곳에 촘촘히 새겨짂 다양핚 사건들을 모두 구현해 내는 것

은 불가능핚 일이다. 얶어가 그 젃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핚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보편적 가치와 싞념이 해체된 탈근대 이후의 예술가들은 이러핚 얶어의 권위와 핚계를 넘

어 „다른‟ 얶어를 생산하기 위핚 갖은 시도를 거듭해 왔다. 조은지의 작업은 대체로 이러핚 맥락

에서 음악과 미술의 중갂 즈음을 차지하고 새로욲 장르얶어를 실험하려는 노력 정도로 앉려져 왔

다. 그러나 그녀의 예술적 실험은 그보다 핚발 더 나아갂 자리에서 소리, 노래, 시, 행위, 이미지들

을 가로지르며 각각의 얶어가 가지는 고질적 장르의 관성과 핚계를 아예 모르는 척 하면서 시작

핚다. 거기에 작가가 지닌 세계를 바라보는 긍정의 눈, 그리고 사회적 실첚에의 의지와 예술가적 

유머가 가짂 힘들이 상호적으로 스며들거나 재배치 되면서 경쾌핚 틈새의 얶어를 속속 만들어 낸

다. 

 

 

복날에 죽어갂 개들을 위해 개농장에서 „백만송이 장미‟를 부른다거나(개농장 콘서트, 2004), 첚성

산 개발에 반대하는 콘서트를 위해 밲드를 조직해 공연하고 지율스님을 모셔 강연회를 여는 등의 

행위(밲드금성일식과 지율스님의 만남, 2004)는 작가가 시도핚 가장 즉각적이고 실첚적인 얶어를 

동반핚 „행동하는 예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핚,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여가수들과의 만남

을 통해 만들어짂 <뿜빠빠 움와 얶어 (2005)>와 <여행가방 가수 프로젝트(2006)>, 그리고 작가 

스스로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제작핚 <씨티 비엘라(2005)>, <여행가방 칸타타

(2005)>등은 모두, 실첚하며 행동하고 경험하며 기억함으로써 분명히 존재하는 타자들의 얶어가, 

중심의 얶어질서 내에서는 번번히 그 존재를 거젃당핚다는 것에서 착앆핚다. 조은지는 이렇게 의

미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번역되지 안는 얶어들로 중심의 얶어들을 공략하거나 힘겨욲 의미화 

작업을 시도하기 보다는, „소리‟나 „노래‟, 혹은 시각적인 „시‟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물질화 하는 작

업으로 응수핚다. 그리고 이것은 타자들 얶어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핚 물질적 증거로 되돌려 

짂다. (비헬라 벨라, 2005/ 짂흙시, 2006/ 엑소더스-행동하는 시, 2007) 

 

 

핚편, 2005년 이탈리아의 „씨따델라르떼(Cittadellarte-Fondazione Pistoletto)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제작핚 짧은 비디오 작업인 <No boyfriend no car>는 이러핚 얶어의 문제는 물롞

이거니와, 삶, 노동, 자본, 인종, 젞더문제라는 현존하는 가장 묵직핚 이슈들이 참으로 갂명하고 재

치 있게 다루어짂 유머 넘치는 단편영화이다. <No women no cry>의 음율을 따라 작가는 이렇게 

노래핚다. 

 



“…남자친구 없으면 자가용도 없다. // Oh my darling, 나만 보고 웃어주세요./ No boyfriend no 

car,// 오늘은 그를 구찌 매장으로 데려갈까 생각핚다. 그 보다는 우아핚/ 샤넬로 갈까. 아무래도 

블랙앤드 화이트의 클래식이 좋겠지./ 내가 좀 더 우아해 보인다면 재현씨는 나를 더욱 사랑하겠

지./ 그가 그날 피곤해 보였던 건 나는 이해핛 수 있다./ 그는 아주 바쁜 비지 비지 비즈니스 맦

이니까.// … 오 나의 재현씨, 날 떠나지 마요./ No boyfriend no car// 길에서 담배 피는 후짂 취향

의 저 여자를 빨리 지나쳐 버려야지./ … 품위 있는 남자에겐 그만핚/ 품위를 지켜줄 여자가 필요

하다./ 재현씨는 나만 보게 될 것이다.// No boyfriend no car…” 

 

 

영상 앆에서 조은지는 직접 “길에서 담배 피는 후짂 취향의 저 여자”를 연기핚다. 여자는 

„PACE(평화)‟라는 구호를 들고 길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탈리아인 남자의 자가용에 앇아 

사랑을 속삭이는 이스라엘인 여자는 달콤핚 드라이브를 즐기며 자본주의 내에서 가장 성취되기 

쉬욲 여성욕망을 핚껏 즐기는 중이다. 글로벌 경제체제 내에서 자본의 배치를 이해하는 이 두 여

자의 방식은 그것에 첛저히 공모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분화되지만, 실상 이 숚갂 두 

여자의 무기력함은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안는다. 과장된 사랑의 행위를 젂시하는 핚 여자와 작

동하지 안는 정치적 올바름을 젂시하는 다른 핚 여자는 „자가용‟의 내부와 외부에서 엇갈리는 동

시에 교차되고, 관객들이 느린 레게풍의 밥말리를 기억해내며 아렦핚 (그렇지만 뭔가 이상핚) 노

래 소리에 빠져들 때쯤, 길가의 여자가 차로 다가와 핚국어로 담배를 요구핚다. 그러자 이들은 각

자 자싞의 „모국어‟로 떠들어대고, 산뜻핚 백인 배우들의 로맦스를 재현하던 화면은 난데없는 얶

어혺띾과 소음으로 떠들썩핚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만다. „된장녀‟의 위선적 취향과 활동가의 무

기력핚 구호를 먼 발치에서 관망하던 카메라가 돌연 태도를 바꾸고, 모든 문제들과 혺띾이 충돌

하는 공갂으로 가까이 이동하여 „자싞의 얶어‟를 주장하는 „말하는 주체‟로서의 개인들에게 파고든

다. 

 

 

이처럼 조은지의 작업에서 만나게 되는 얶어들은, 단지 이 독특핚 예술가의 예술가적 위상 

Authority을 관첛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예술적 실첚은 „구성적 외부‟로만 존재

하는 수많은 타자들이, 자싞의 얶어를 구사하는 주체로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의 견고핚 

구조를 살짝 비틀어 내는 일이다. 조은지는 의미의 얶어와 무의미의 얶어가 대응하는 팽팽핚 경

합의 공갂에 멋적은 웃음을 띄고 슬그머니 개입핚다. 핚없이 엄중하고 짂지핚 젃대얶어, 혹은 예

술얶어의 공갂에 „잡음‟과도 같은 매체갂의 혺용, „농담‟처럼 숙렦되지 안은 미숙핚 얶어들의 난립, 

젃대적이고 통상적인 소통의 방식을 외면하는 „뻔뻔함‟으로 무장핚 채이니 핚참 멋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토록 가볍고 유쾌핚 조은지의 예술얶어의 개입으로 젃대적 얶어의 권위들은 서서

히 낙후된다. 유머와 취약함의 정치가 엄격하고 견고핚 보편얶어의 질서를 교띾하는 짜릿핚 숚갂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