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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요❙
Suh Do-ho's installation of houses questions aspects of dualism by coupling of two 

seemingly opposite terms such as the past and the present, east and west, and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Folded and packed into a suitcase, the house in fabric is 

portable. It also fits the artist’s lifestyle, since he relentlessly travels from one place to 

another for projects and exhibitions. Nomadism, as Rosi Braidotti explains, “consists 

not so much in being homeless, as in being capable of recreating your 

homeeverywhere.” In case of Suh, this definition of nomadism suits well. But the artis’s 

‘homes’ play rol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ir mundane counterparts. Far from being a 

nest for rest, the house in fabric contests and criticizes the notion of belongingness that 

we use to define the meanings of one’s home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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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lueprint>, 가변크기, 2010.

Ⅰ. 들어가는 말

“사람들은 건축에서 만난다” 이는 2010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국제건

축전 태마이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는 국제건축전의 총감독 세지마

카즈요가 기획한 본 전시에 초대된 한국의 설치작가 서도호의 작품은

작가의 동생인 서을호와 그의 아내 김경은이 이끄는 건축사무소 서아

키텍츠와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청사진Blueprint>이다. 작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하나는 천장 설치물로 작가가 현재 살고 있는 뉴

욕 자택의 정면을 1:1의 스케일로 재현한 천 작업과 한옥 지붕의 보와

서까래, 처마를 연상시키는 천장에 부착된 목재구조물이고, 다른 하나

는 천장 설치물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바닥 설치물이다. 이는 관람자들

이 그 위를 걸어다닐 수 있도록 압축 라미네이트 합판을 CNC 조각기

로 파낸 후 전시장 바닥에 설치한 것으로 서아키텍츠가 작업하였다. 코

발트 색 나일론 천으로 만든 집은 초인종이나 우편함 같은, 작가가 살

고 있는 타운 하우스의 모든 세부들을 꼼꼼한 자수로 재현하였다. 한편

바닥 설치물에 조각된 형태는 천장 설치물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

다. 건물의 그림자는 작가의 뉴욕 타운하우스와 서울 한옥집의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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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의 전통적인 빌라에서 볼 수 있는 고딕 스타일의 창문과 뾰족

아치, 계단 장식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절충적인 제3의 건물형태를 띄

고 있다.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의 딱딱한 그림자라는 역설

은 “실제와 반영, 미술과 건축,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질적인 요소들

의 경계를 흐린다.”1) 이런 경계 흐리기는 서도호의 작업에 존재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이다. 작가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개인과 집

단 같은 대립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짝지움으로써 이런 이분법에 대

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접을 수 있고 가방에 넣어져 옮길 수 있도록 제작된 서도호의 천으로

만든 집은 늘 이동가능하다. 이는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와 전시일정

으로 지구촌의 반대편을 왕래하는 작가의 삶의 방식과도 부합한다. 로

지 브래이도티(Rosi Braidotti)에 따르면 유목주의(Nomadism)는 “집이

없음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디서나 자신의 집을 재창조 할 수 있

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2) 서도호의 경우, 유목주의에 관한 이런 정

의는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작가의 ‘집’들은 일상에서의 집의 기능이나

성격과는 사뭇 판이한 역할을 한다. 생활을 위한 장소나 안식처라는 기

존의 의미를 떠나서, 작가의 천으로 만든 집은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

를 정의할 때 언급하는 ‘귀속성 (belongingness)’의 개념에 대한 비판이

자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http://www.designboom.com/weblog/cat/9/view/11217/venice-architecture-biennale-20
   10-preview-suh-architects-do-ho-suh.html
 2) Rosi Braidotti, “Intoroduction: By way of Nomadism” Nomadic Subject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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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 집/L.A. 집/뉴욕 집/볼티모어

집/런던 집/시애틀 집>, 가변크기, 1999.

Ⅱ. 서도호의 집

1962년 생 서도호는 현대 한국화를 태동시킨 주역 중 한 사람인 서세

옥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화가가 되기 위

해 서울대학교 동양화과에 들어간 서도호는 석사 학위 후 군 복무를 마

치고 돌연 미국 유학에 오른다. 졸업 작품에서 서양의 미니멀리즘이나

개념 미술을 연상시키는 사변적인 추상을 추구했던 작가가 먹과 붓을

버리고 새로운 매체에 도전한 것이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라는 사적인 이유도 그의 결심의 중요한 계기였다. 로드아일랜드 디자

인 학교에 진학한 서도호는 회화로 학사학위를 하고 예일 대학으로 옮

겨 조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한국 작가로는 드문 행보였다. 

졸업 이후 서도호는 뉴욕과 서울의 집을 오가는 삶을 시작한다. 

작가가 건축적인 형태의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이

다. 자신이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건물이나 방의 형태를 재현하는

작업은 1994년 기숙사 방을 재현한 <Room 516> 이후 계속되었다. 가

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는 <서울 집/L.A. 집>(1999)이다. 이는 현재

<서울 집/L.A. 집/뉴욕 집/볼티모어 집/런던집/시애틀집>이라는 제목으

로 바뀌었다. 작품이 전시되는 곳 마다 지명을 붙여 계속 길어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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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는 유목민적 삶을 영위하는 작가의 생활이 반영되어 있다. 

청자를 연상시키는 색깔의 비단(은조사)으로 만든 집은 하늘거리며

공중을 부유한다. 반면 지명이 길게 늘어선 제목은 이 혼령처럼 하늘을

떠도는 존재를 지면에붙들어매놓는 유일한 단서이다. 작가의 서울 집

이 그 시작이었다. 열 살 이후쭉살아온서울의 한옥집을 작가는 한뼘

한뼘빈틈없이 자로 재었다. 모든 수치는 1대 1의 본을뜨기 위한 전개

도로 옮겨지고, 종이에 옮겨진 집의 형태는 다시 천으로 옮겨져 오려졌

다. 이런 천 조각들을 바느질해서 완성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서울 집은 원래 순조 28년인 1828년에 지어진 창덕궁의 연경당을 모

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연경당은 사대부의 여염집 형태를 지닌 99 칸짜

리 저택이다. 당시 세자였던 익종(순조의 아들로 섭정 기간에 승하하여, 

후에 아들인 헌종에 의해 익종으로 추존되었다)이 즐겨 머물렀다고 전

해지는 이 집은 그 시작부터 실제의 삶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허구로서

의, 동경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머릿속의 삶을 위해 존재했다. 작가의 아

버지인 서세옥은 왜 하필 연경당을 모델로 집을 지었을까. 문인화의 전

통을 현대화한 작가로 평가되는 그는 혹 20세기의 서울에 사대부의 전

통을 되살리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서도호는 서울 집을 천에 복사

하여 가지고 다님으로써 향수를 달래려 한 것일까? 작가의 설명은 이러

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집/L.A. 집...>의

계기는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완전한 결별을 위한

준비”였다. 작품은 오히려 “집이란 과연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반성이

며, “집이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변함없는 곳인가?” 혹은 “집은 마치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듯이 무한히 반복가능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촉발시킨다.3)

 3) “A Conversation with Do-Ho Suh” Interviewed by Nan Jie Yun, Do-HoSuh. Exh. 
cat. Art Sonje Center, 2003,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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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아버지의 집을 나설 때 마다 단정하고 고즈넉한 집 안 분위기

와 바깥세상의 떠들썩하고 바쁜 일상 사이의 간극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고 고백한다. 집과 사회를 오가며, 어쩌면 작가는 양자 모두에

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는지 모른다. 이런 간극은 작가가

90년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서도호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고, 남의몸을 빌어서 사는 것같이불편했다고회상했다.4) 후에 작

가는 자신의 이러한 전이(displacement)의 경험을 작가의 꿈에 바탕한

판타지 에세이로 만들었다. <오즈의 마법사>를 닮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갑작스런 돌풍은 폭풍으로 변해 작가의 서울집을 들어 올려

태평양 한 가운데로 내던진다. 바람에 휩쓸려 공중을 떠돌면서 작가는

추락에 대비해 집안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한다. 무거운 가구들로 시

작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그 불필요한 순서대로 바다에 던져졌다. 가족

앨범이나 사적인 편지묶음들까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

을 차례로 내던지며, 작가는 공구와 약간의 옷가지, 그리고 몸을 보호하

기 위한금속으로 만든윗도리만을 남겼다. 그리곤곧자신과 집을 위한

낙하산을 만들기 시작했다. 덕분에 작가와 집은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

드에 무사히 착륙하게 된다. 비록 19세기에 지어진 타운하우스 한 귀퉁

이에 충돌하긴 했지만.5)

 4) Do Ho Suh, artist’s talk at the Fabric Workshop and Museum, Philadelphia, June 
27, 2007. Quoted in Christine Starkman, “Longing for Place Elsewhere: Kimsooja, 
Do Ho Suh, and Bahc Yiso” Your Bright Future: 12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Exh. Cat.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Distributed by Yale 
University Press, 2009, p.56.

 5) 이야기는 2006년 선미술상 수상기념전시 도록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서도호 
Seoul: Gallery Sun Contemporary, 200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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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alling Star: A New Beginning 1/5>, 2008 / 세부

<Falling Star: A New Beginning 1/5>(2008)은 그결과이다. 전형적인

뉴잉글랜드의 타운 하우스는 5분의 1 사이즈로 축소되어 재현되었다. 

대각선으로 두 동강 난 집은 어질러진 실내와 집기들을 남김없이 드러

내며 우리의 눈앞에 열려있다. 타운하우스 한 귀퉁이에는 충돌한 서울

한옥집이 박혀있다. 충돌의 파편들은 집 안팍으로 어지러이 널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를 충돌이 아닌 “안착(soft landing)”이라고

주장한다. 시리즈의 끝인 <Fallen Star: Epilogue 1/8>(2008)을 보면 왜

작가가 이를 안착이라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이주

는 결국 그것이 결혼에 인한 것이든, 국제적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위한

것이든 간에,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었

다. 작가가 말하는 이런 ‘안착’의결말은 두 집의 합체이다. 부서진 부분

들은 수리되었고 구석에 박힌 한옥 밑으로는 버팀목으로 지지대가 만들

어졌다. 

이렇듯 둘, 혹은 그 이상의 건축적 구조들을 한데 묶는 시도들은 그

의 이전 작업에서도 볼 수 있다. <Perfect Home I, II, III>(2002~3)는 세

개의 천 작업을 아우른다: 앞서 본 <Seoul Home/L.A. Home...>의 한옥

과 작가의 첼시(Chelsea) 아파트 <348 West 22nd street, Apt. A., New 

York, NY 10011>(2000),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복도>(2003)가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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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erfect Home I, II, III>, 가변크기, 2002~3.

다. 문손잡이에서 전기 콘센트, 화장실의 배관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실내는 뿌연 잿빛 나일론 천으로 제작되었다. 이를 옥색 한옥과

연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장미빛’ 복도이다.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완

벽한 집’인가? 천으로 집을 뜨는 작업 결과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작가는 이 집 저 집 다 천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일까?

제작이나 전시의 과정에서, 작품이 가진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은

교묘하게 비틀어져 있다. 모순은 처음부터 도사리고 있었다. 꼼꼼한 측

정과 본뜨기, 바느질을 위시한 제작과정을 통해 본래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특정성은 극대화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작품이 이런 장소

특정성을 담보하는 원래의 장소에서 옮겨져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모두 상쇄된다. 이런 이동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전으로 인해, 서도

호의 집 작업은 우리가 집에 대해 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를 정의하는 귀속성의 진위를 캐묻고 있다. 그의 다른 작업에 나타

나는 귀속성의 개념들을 살펴보다 보면, 작가가 말하는 ‘집’의 범위는

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다.

Ⅲ. 근접성과 개별성

전체적 집단을 위해 무시되는 개인적차이들은 서도호 작품의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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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igh School Uni-Form>,

가변크기, 1996~7.

그림 6 <Who Am We?>, 2002

서 발견된다. <High School Uni-Form>(1996~7)은 어깨를 이어 붙여 만

든 300벌의 고등학교 남학생 교복 상의들로 이뤄졌다. 동일한 간격을

두고, 각을 맞춰나란히 늘어선교복상의들은 하나됨과 귀속성이곧획

일적인 동일성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강압적인 교육 시스템과 두발

제한, 복장 단속 같은 일방적으로 부과된 규율을 상징하는 검은 교복은

독재 정치라는 한국 현대사의 그늘을 상기시킨다.6) 

한편, <Who Am We?>(2002)에서 개별성의 흔적은 작품과 관람자의

상호작용에 의한결과물로서 부각된다. <Who Am We?>는 고등학교졸

업앨범에서 발췌한 삼만 칠천 여개의 증명사진들로 이뤄진 벽지이다. 

타원형의 틀 속에 일률적으로 찍힌 얼굴사진들은 관람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나 겨우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되었다. 

전시장에 들어선관람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마주한벽이 작품인지 인

식하지 못한다. 땡땡이 무늬 벽지를 마주하고 있다고 믿었던 관람자는

벽에 다가가면서야 겨우, 이 점들이 각각 다른 얼굴들을 담은 초상사진

임을 깨닫게 된다. 일단 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임을 인식한 다

음에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더 이상 벽지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6) 미술사학자 권미원은 이런 교복의 유래를 일제강점기의 일본 군복에서 비롯된 것

으로 설명하며, 그또한 독일군의 제복에서 영향받은 파시즘의산물이라고 주장한

다. “Uniform Appearance” Frieze Jan/Feb (London), 1998,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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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ome/One>, 2001/ 세부. 

‘나’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는, 주목을 요구하는 또 다른 시선들인 것이

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1인칭 복수 ‘we’와 1인칭 단수의 동사

‘am’이 어우러져 만드는 불일치는 다름 아닌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다. 이 작품의 경우, “정체성과 익명성이라는 양극단이 빚어내는 갈등은

시각적 지각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다.”7)

이런 근접성은 서도호의 다른 작품, <Some/One>(2001)에서도 주요하

게 기능한다. 고대 갑옷을 연상시키는 번뜩이는 금속 의상은 밑단이 길

게늘어진채전시장 바닥을덮고 있다. 의상의텅빈안쪽은 마치 이를

채워줄 누군가의 몸을 기다리는 듯하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이 갑옷의 번쩍이는 비늘들이 사실은 군인들이 착용하는 인식표라는 것

을 알게 된다. 무려 십 만개가 넘는, 각각 군번과 혈액형 등의 개인정보

를 담고 있는 인식표로 만들어진 갑옷은 집단의 하나됨이라는 개념이

동질성과 획일화에 수반되는 개개인의 차별성의 상쇄임을 다시금 상기

시킨다. 이런 획일화에 저항하는 개별성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 프랑스

해체주의 철학자 장-뤽 낭시(Jean-Luc Nancy)의 “효력없는 공동체(the 

inoperative community)”에 대한 담론은 주목할 만하다.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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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동체에 대한 질문들

사회주의의 붕괴와 기존의 공동체에 관한 개념들의쇠퇴에 대한 반응

으로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공동체나 정체성에 관한 정의에 수반되

어 온 타자화의 전략과 본질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8) 불변하는 중심으

로의 본질(essence)에 입각한 이런 정의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은 인종적

특징이라든지, 사회적 이념, 지리적 특성이나 영토의 한계 같은 몇 가지

의 고립된 동질성으로 축소되기 마련이다. 단일한 공동체를 정의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측면은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규정하는데 불필요하거

나 거슬린다고 생각되어지는 차이나 모순, 혹은 여타의 사회적 형태들

을 말살하거나 은폐해왔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견지에서 공동체라는 개

념은 후기구조주의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

다. 주체나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낭시의 비판적 접근또한 이런 전체화

의 발원으로 여겨지는 ‘내재성(immanence)’의 허구를 들어내는 과정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낭시의 저서 효력없는 공동체(1986) 혹은 보다 나은 번역으로 “느

슨한 공동체(community at loose ends)”9) 에서저자는 사회주의, 전체주

의, 기독교, 자유주의, 그리고 최근의 민주주의에 이르는 공동체들이 진

 8) Vijay Devadas and Jane Mummery, “Community without Community” Borderlands 
(e-journal) 6, 2007.
http://www.borderlands.net.au/vol6no1_2007/devadasmummery_intro.htm 참조

 9) 불어제목 La Communite Desoeuvree,는 작동하지 않는(the non-working) 
community를 의미한다. But desoeuvree does not necessarily mean ineffective, or 
inoperative. It rather carries meanings such as “with nothing to do,” or “at 
leisure.” 번역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Mona Hatoum, Artist in Residence: A 
Nomad’s Relationship to Community” by Ena Ying-Tzu Chang and Chin-tao Wu, 
presented at <Art on the Street>, the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Art Theori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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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공동체로서 작용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이

런 공동체들이 그 시작부터 공동체에 대한 그릇된 향수에 기반하고 있

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역사는 우

리가 잃어버린 공동체, 언젠가는 다시 되찾고 재건되어져야할 공동체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왔다.10) 내재성이라는 불변의 본질을 가진 불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이런 환상은 동질성을 공유한 자율적인 주체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공동체의 제한적 정의로 고착화되었다. 이렇게 탄생된 공동

체 개념의 해체는 곧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동질성에 대한 주장의 배면

에 있는 저항 세력들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공동체’라는 명칭 자체를 거부하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달리, 낭시는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공

동체라는 명칭의 폐기를 유보하려 한다. 공동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

과정은 결과를 예정하고 추진되는 프로젝트도 아니며, 또한 반드시 완

결되어져야만 하는,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목적성에 입

각한 공동체의 추구야말로 과거의 실패한 공동체들의 행보를 따르는 일

이기 때문이다. 대안은 낭시가 공동체의 경험에 있어서, 그 우발성과 불

확정성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주장하는 “특수한 개별자들의 유한함

(finitude of singularities)”에서 시작될 수 있다. 성급하게 요약하자면 우

리 개개인 모두의 진정한 동질성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삶의 유한성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공동체 개념을 전복하고 “방해

와 분열, 미결정”에 대해 열려있는 공간, “개별자들 각각의 거스름과 이

런 결정되어지지 않은 개별 존재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11) 따라서 낭시의 공동체는 더 이상 타 공동체와의 경계를 가르

10) Jean-Luc Nancy, The Inoperative Community. trans. Peter Connon et. al.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pp. 8-10.

11) Ibid.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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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낭시는 “유한한 존재들, 혹은 개별자들은 언제나 ‘함께’ 할 때 존재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그가 사용하는 “being-in-common”은 이런 견지에

서 ‘보통사람common being’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는 유한한 존재들이

함께 나타남(co-appear, 낭시의 표현으로는 compear)을 의미하며, 개별

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별적 존재와 맞닿아 있음으로서만이

존재 가능한 존재를 의미한다 (이런 견지에서 후기구조주의가 현상학에

진 빚을 가늠해 볼 수도 있겠다). 다른 개별존재와 맞닿아있는 ‘연장

(extension)’은 유한한 개별자가 근본적으로 외향적임을, 즉 자신을 외부

에 노출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외부라 함은

다름 아닌 또 다른 개별자의 영역으로의 노출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분

히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른 개별자와 맞

닿음으로써, 그 연장됨을 통해 공유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과거의 공동

체가 차지했던 자리를 ‘소통(communication)’이 대신하게 된다. 소통은

“바로 이러한 나눔에서...전이를 통해, 개별자들 속에 존재하는 개별자

(being-in-common)”를 드러내는 질문들을 통해 자리한다.12)

내재적 존재인 ‘being’의 도그마에 대항하는낭시의 ‘being-in-common’

은 그강조점을 ‘being’에서 ‘in’으로 옮겨놓았다. 다시 말해 장소성이 없

던추상적 주체를 이미 존재하는 다른 주체들 속에 위치한 실존적이고 현

상학적 존재로 뒤바꾼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미의 재정립은 가장 단순

한 인간의 조건, 즉 언제나 타자들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여기서 공동체에 대한 논의란더이상 고립되거나 동질성을

발견하는데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특수성들로 이루어진 ‘경험’에 있다

는 것이 자명해진다.13) 

12) Ibid. pp. 28-29.
13) Ibid. p. 29-31,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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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Floor>, 1997~2000.

서도호의 <Floor>(1997~2000)는 낭시가 주장하는 이런 공동체의 의

미에 걸맞은 작품이다. 2인치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약 180만

개의 인간형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닥작업이다. 무수한 인형들이 전

시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두 팔을 올려 떠받들고 있다. 졸업앨범 사

진으로 이뤄진 벽지처럼, 이들 역시 거대한 바닥의 사이즈에 묻혀 처음

에는잘보이지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별과머리모양, 인

종과 의복까지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 모여있음을알게된다. 이런 유한

한 개체들은 서로가 서로에 맞닿아 있다. 전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며, 이들은 우리에게 전체의 목적을 위해 희생당한 개별성

을항변하는듯보이기도 한다. 작가 자신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386 세

대임을 감안할 때, 전체성의 폭력을 연상시키는 이런 설정은 개인적 측

면에서의 설득력을 갖는다. 

낭시는 스스로의 당위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공동체만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역설한다. 이렇게 재해석된 공동체 개념에 비춰 볼 때, 서도

호의 작업은 확정된 동질성에 기반한 공통체의 위치를 비판적인 불확정

성으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작가는 이분법적 대립에 기

반한 --예를 들면,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나와 타자 같

은---우리의 귀속성에 대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집이 사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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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대변한다면, 서도호의 유목민적 ‘집 없음’이야말로 이런 이분

법적 양 극단간에 벌어지는 전이에 대한 지지이자, 그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양극성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간극으로서의 역할을 대변한다.

 

‣주제어: 한글 서도호, 공동체, 설치미술, 장-뤽 낭시, 함께 있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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