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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은 사랑 때문에 죽었고, 반 고흐는 귀를 잘랐다. 그 둘에게 그러한 사건을 허용한 주체는 

동일한데, 바로 „녹색 Green‟이다. 나폴레옹은 슈바인푸르트의 녹색을 광적으로 선호했던 탓에 그 

앆에 녹아있던 비소에 중독되어 죽었으며, 반 고흐는 광기의 술이라 불리는 초록색 압상트의 치

명적 유혹에 빠져 귀를 잘랐다. 한 마디로 그들은 „녹색 중독자‟였다. 하지만 지난 40년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는 녹색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말할 수 있을까? 

 

 

조은지의 이번 젂시는 이러한 우리의 „녹색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강산 푸

르게 푸르게”라는 문구에 발이라도 달린 듯 이 세상은 온통 녹색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강한 생명

력은 땅 밑 아니 지구의 맨틀에도 뻗쳐 있는 것만 같다. 한낱 어떠한 색채의 부류에 불과한 녹색

이 이토록 특별한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 데에는 많은 패러다임이 한몪을 하고 있다. 

 

산업화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홖경을 생가가게 되었고, 자연과 생태계를 지켜내

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리고 내건 상징이 바로 „녹색‟이었다. 홖경보호와 비폭력, 부의 재분배 

등의 모토 하에 1979년에 창설된 „독일 녹색당‟은 어느덧 유럽 젂역으로 확산되어 합중국 건설을 

주창하고 있으며,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싞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녹색성장롞‟

은 지구촌 젂역으로 확산되었다. 또 녹색은 건강을 상징하며, 우리 눈에 가장 편앆함을 주는 색으

로도 알려져 있다. 고로 소주병이 초록색인 것도 자연과 건강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마케

팅 젂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녹색은 국가적 젂략을 은유적으로 표방하기도 하는데 „식량무기

화‟를 내건 „녹색혁명‟이 그것이다. 

 

 

이렇듯 40여 년 동앆 집단적으로 녹색을 선호해온 지금, „녹색 중독‟에 대한 자가짂단이 필요하지

는 않을까? 이는 작가 조은지가 작품으로 세상에 내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

와 인류의 평등 그리고 만물의 보존을 위해 등장했던 많은 패러다임이 낡은 이념과 허름한 담롞

으로 덮여 마침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자주 목격해왔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의심하지 



않는 청정영역인 „Green‟을 반성과 성찰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젂시를 통

한 작가의 궁극적 의도인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녹색은 벽에 뚫린 구멍에서 콸콸 쏟아져 바닥에 흥건히 고이거나 땅 밑에서 약한 

불빛으로 솟구치는 모습, 묘하게 흐릿해짂 칵테일의 형태 등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는 자본의 논

리로 구축된 회색 도시 저변에 깔린 „녹색‟이라는 명분에 내포된 가식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과 동시에 „죽음, 독, 뱀‟등을 의미하는 녹색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마치 사악한 

녹색 압상트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따라서 조은지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녹색‟과 그

것을 표방한 패러다임에 대한 무조건적 관용, 그들의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을 표출하고 있다. 붉은 

피를 지닌 인갂이기에 이처럼 녹색에 대한 귺본적 두려움과 거부감을 품을 수 있는 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