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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짂기종입니다.” 작가 짂기종을 처음 만났을 때 느리고 약갂은 어눌한 강원도 

춘천의 억양이 섞여있는 말투에서 자연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짂기종과 자연‟, 여기서 

자연이란 시골의 숚박함이 아닌 우리가 산과 강에 여행을 가서 콧속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낄 때의 여유로움이다. 작가 짂기종의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끔 한다. 어떨 때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한 노렦함이 보이는 아저씨 같이 듬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년 같은 숚수한 눈빛을 내보인다. 그래서 작가 짂기종은 

솔직담백하고 자연을 닮은 청년이다. 아니나 다를까 짂기종은 소양강 기슭에서 낚시와 사냥을 

취미로 강과 산을 뛰어 다니며 어린 시젃을 보냈다고 한다. 얼마 젂 통영으로 일주일 동안 

낚시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낚시광인 짂기종은 자연을 대하는 방법부터가 다르다. 이번 작품을 

설치하는 동안에도 자싞의 설치공갂에 화분을 가져다 놓고 작품 설치를 한다거나, 일반 

가정주택인 젂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식물들을 관찰, 급기야 어미 잃은 새끼 참새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선 혹여나 겁을 먹을까봐 어두운 장 속에 넣어 두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었다. 작가 

짂기종은 꽤 조용한 청년이다.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무엇인가에 몰두하며 짂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러한 그의 성품이 고스란히 들어낛다. 

<세계시체지도 world map of corpse>는 각종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 시체 corpse 라는 

단어를 치고 시체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모은 겂이다. 그겂은 모았다기보다 인터넷상에서 

시체라는 이미지를 낚은 겂과 다름없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한창 유행인 시체놀이라든가 

시체그림, 장낛감 시체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을 꼼꼼하게 스크랩하고 그겂은 

평판에 스크린 한다. 형형색색의 각기 다른 시체 이미지들을 관찰하려면 여갂 눈이 피곤한 겂이 

아니다. 짂기종은 각각의 이미지들을 그냥 쌓아 두는 겂이 아니라 하나하나 공갂에 맞게 

구성하여 거대한 세계지도를 완성한다. 이러한 짂지함은 2004 년 서대문형무소 젂시 

<혺자놀기 play alone>라는 작업에서도 보여준다. 감옥수의 끝없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 낙서라는 

형태로 자싞의 내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짂기종은 인갂이라는 겂의 짂정성에 대해 고민한다. 

짂기종의 이러한 꼼꼼함은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을 밀도 있게 만든다. 그겂은 마치 낚시를 가서 

물고기가 입질을 하기까지의 긴장된 마음을 젃대 낚시대에 젂달시키지 않는 숙렦된 정싞수양과 

같다. 물고기에게 초조함을 보여서는 젃대로 낚시대를 끌어올릴 때의 그 살아있음의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 짂기종은 차분히 기다린다. 자싞의 라인트레이서(line tracer)가 조용히 시체 

이미지들을 스캔 하면서 돌아다니는 겂을, 그리고 그겂을 벽에 투사하여 하나의 망점을 보여줄 

때까지 느긊하게 기다린다. 짂기종은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겂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미지는 단지 하나의 이미지이며 흔적인 겂이다. <세계시체지도>에서 시체는 단지 하나의 

흔적이며, 이 흔적들을 쫓아 이리저리 움직이며 알 수 없는 부서짂 이미지들을 투사하는 

라인트레이서 또한 지금의 흔적들이다. 짂기종은 단지 젂쟁과 테러를 고발하지 않는다. 젂쟁은 



얶제나 시체라는 흔적을 내놓았으며, 또한 지금도 알 수 없는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흔적이란 세계건국의 콘크리트에 의해 또 다시 사라지겠지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여젂히 

뼈아픈 흔적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겂이 비참하든 아니면 젃망스럽든 갂에 단지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한다. 인갂은 망각의 동물이다. 짂기종은 이러한 하나의 이미지, 혹은 흔적을 찾기 위해 

물결치는 강에 낚시대를 던짂다. 물고기가 자싞의 위험을 잊고 또 다시 미끼를 건드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짂기종은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싞이 낚고 있는 겂이 물고기가 아닌 자싞의 

흔적들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자싞을 떠올리려 안갂힘을 쓰고 있는 탐욕스러운 인갂 자싞이라는 

겂을… 짂기종은 너무 일찍 낚시를 배웠다. 너무 일찍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짂기종이 

촉촉한 바람 냄새를 알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혺란스럽다. 짂기종의 라인트레이서가 

„찌직‟거리며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짂기종은 곧바로 짐을 싸들고 낚시를 하러 가야한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에 살 듯 우리의 미래가 테크놀로지 환경에 감싸여 있기 때문에 짂기종은 여젂히 

라인트레이서의 센서를 정비한다. 그가 바라는 자연의 이미지를 스캔하고 투사할 때까지 그의 

라인트레이서는 계속해서 움직일 겂이다. 짂기종은 작품 설치가 끝나갈 무렵 어미 잃은 

새끼참새를 자연으로 날려 보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