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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본 포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980년 이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
숙한 5·18 민주화운동의 궤적을 문화와 예술 운동의 차원에서 되돌아보는 일
입니다. 둘째, ‘포스트메모리’라는 틀을 통해서 광주의 기억을 확장함으로써 세
대와 지역을 넘어서 모두의 민주화운동을 위한 기억 공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
니다. 포스트-기억정치학의 접근은 진실의 제도화 과정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
는 다양한 윤리적 물음과 도덕적 딜레마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예리하게 포착하
고 재현함으로써 다음 세대 기억의 주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단초가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그 원인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냉전 정
치 구도의 지배에 있기에 그 기억과 재현의 역할 역시 엄격한 의미의 과
거사 청산이나 몇몇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장되어왔습
니다. 1980년 광주의 항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생한 기억이 되
며 21세기의 전환기에 한국사회를 변혁하는 데 주춧돌이 되었고, 홍콩
과 대만, 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들에서의 국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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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민주적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글로벌 운동들과 연대해왔습니다.
영화와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항쟁을 직접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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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사람들에게 5·18의 이야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학
과 예술운동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재현을 둘러싼 포스트 메
모리적 상상력의 문제는 무관심과 망각과의 싸움이며, 더 나아가 이 문제
를 어떻게 개인적인, 집단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기억의 행위
로 이끌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포럼에서는 지난 40여
년의 시간동안 탐구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재현과 기억 실험을 영화
와 미디어, 공공 기억, 글로벌 민주화 운동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획 준비: 시네광주 1980 집행위원회, 박미영(한신대)
디자인: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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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기획의도
소개 및 발표개요

5·18과 비극/희극
: 망자의 노래와 일상의 감각, 5·18은 어떤 기억인가
김옥란(극동대)
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그,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교수. 저서로는 『한국현대희곡과 여성성/남성
성』, 『한국여성극작가론』, 『한국연극론, 분열과 생성의 목소리』, 『우리시대의 극작가』, 『한국연극과 드
라마투르기』 등, 평론집 : 『행복한 관객, 불행한 비평가』, 『백도의 무대, 영도의 글쓰기』, 『레드와 블랙』
등이 있다. 드라마투르그 참여 작품 : 연극 <봄날>, <오장군의 발톱>, <소설가 구보씨의 1일>, <레슬
링 시즌>, <채권자들>, <바냐 아저씨>, <국물 있사옵니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위대한 놀이
> 등이 있다. 주된 연구관점은 1940년대 이후 근현대 한국연극사에 대한 제도 및 이데올로기 분석이
며, 최근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냉전시대 아시아 담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등 젊은 세대가 그리고 있는 5·18 연

게 말할 수 없는 주제였다. 1980년대

극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코미

5·18에 대한 공연이 주로 해외 번역극

디의 방식이다. 5·18에 대한 이전 시

작품에 빗대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

대의 접근이 비극적인 방식인 데에 비

는 방식이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

해, 2000년대 이후 접근은 5·18 이
야기를 박제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

햄릿>(기국서 연출, 1981)은 셰익스피

라 일상의 감각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

어 원작을 해체 재구성한 작품으로, 광주

들의 이야기로 가져오려는 노력이 돋보

주검들 사이에서 홀로 살아남은 생존자

인다. 5·18에 대한 희극적 양식의 접

햄릿이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군인

근 방식은 5·18의 기억이 평범한 일상

가"의 한마디로 광주 5·18의 상황을

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작은 역사

명백하게 환기시켰던 공연이다. 연극

로 더 깊숙이 내려앉아 있는 동시대 관

에서 5·18에 대한 연극적 접근방식

객들의 감각의 흐름을 감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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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종의 우회의 방식이었다. <기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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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에서 5·18은 검열과 관련하여 쉽

이 달라진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최치언

작, 박상현 연출, 2008), <푸르른 날
에>(정경진 원작, 고선웅 연출, 2011),

<뻘>(김은성 작, 부새롬 연출, 2012)

결연의 이미지를 향한 드라이브
김소영(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이다. 망명 삼부작 <눈의 마음: 슬픔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
>, <고려 아리랑: 천산의 디바>,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을 연출했다. 『비상과 환상』, 『파
국의 지도』, 『한국영화 최고의 10경』, 『근대의 원초경』 등을 저술했다.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시민군들의 당부. 기억의 약속, 영화의 응답, 그리고 결
연의 이미지를 향한 드라이브. 2000년대 한국영화의 5·18 재현에 초첨을 맞
추어 영화 <김군>의 등장에 주목하려 한다. 영화 <김군>은 민중의 기억과 아카
이브의 문제에서 ‘매개자’를 쟁점화한다. 여기서 매개자는 새로운 구성을 위한
외부인이다. 본 강연에서는 5·18의 문제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기억을 가로
지르며 결연의 이미지와 다중 방향의 기억의 이론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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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기억하는 두 공간
: 녹두서점과 광주관광호텔
김정한(서강대)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현대정치철학연구회에서 ‘증인-증언 세미나’
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운동과 현대 정치철학의 마주침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1980
대중봉기의 민주주의』, 『너와 나의 5·18』(공저), 『학생운동 1980』(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5·18항쟁 시기에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 , ｢ 5·18 학살 이후의 미사(未死): 아직 죽지 못한 삶들｣ ,

공간과 장소에는 기억의 힘이 내재해

어의 오월 노래』(2020)는 녹두서점과

있다. 공간과 장소는 기억을 구체적으

광주관광호텔에서 본 5·18을 증언한

로 물질화하고 그 장기적인 지속성을

다. 녹두서점은 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구현한다. 녹두서점과 광주관광호텔은

대학생들, 활동가들, 들불야학의 강학

지금은 비록 사라졌지만 증인의 기억

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광주 지식사회

을 간직하고 있는 증언의 공간이며, 이

의 플랫폼이었고, 5·18항쟁이 일어난

두 공간의 증언은 후세대의 포스트메

후에는 긴급한 상황을 전파하는 연락

모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오래도록

소이자 공수부대와 싸우기 위한 대항

소중할 것이다. 더구나 포스트메모리

기획의 공간이었다. 8층 건물이었던

는 새로운 증인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광주관광호텔은 맞은편에 있는 10층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는

짜리 전일빌딩 다음으로 높았으며, 도

자신이 무젤만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청 앞 광장과 금남로를 한눈에 전망하

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고통스러워했

고 있었다. 위에서 아래를 보면 아래에

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증언이란 것이

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5·18의

엇보다 5월 21일 1시 집단발포 상황

증언들을 기억하는 후세대는 또 다른

과 저격수들의 조준사격, 5월 27일 새

대리인으로서 증인 주체가 될 수 있는

벽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은 오직

잠재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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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서점의 오월』(2019)과 『호텔리

관광호텔이라는 공간과 높이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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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 애도의 정치와 멜랑콜리 주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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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미학과 광주의 의미
남인영(동서대)
동서대학교 영화과 교수. 뉴욕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한 후 중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2004년 이후 동서대학교에서 한국영화역사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임권택 영
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다큐멘터리 영화의 오늘』(2016)을 비롯해 한국영화에 관한 여러
책들을 공저했다.

5·18 광주 항쟁 당시 독립다큐멘터리

게 광주의 기억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운동은 영화 미디어가 직접적으로 역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 독립

사를 재현하고 사람들의 공동의 감각

다큐멘터리의 영화미학과 광주가 만나

을 일깨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었다. 본 강연은 독립다큐멘터리의 미
학과 변천을 통해서 광주의 기억 및 영
화운동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독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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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멘터리 미학의 세 가지 키워드로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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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목격자와 증언, 둘째, 정체성의 미

학과 체험, 셋째, 미학적 탐구 혹은 기
억의 난감함이다.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거처 최근까지, 다큐멘터

리 영화미학을 세 개의 시기 혹은 키워
드로 살펴봄으로써, 본 강연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과 비민주적 국가폭력

을 현장 체험을 통해서 느끼던 세대들

의 경험이 점차 포스트-정체성의 세대
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
2010년대 이후 나온 다큐멘터리의 경

우, 광주의 기억이 없는 세대들이 어떻

죽은 자의 얼굴, 살아남은 자, 그리고 젠더
백문임(연세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탈)식민지 영화, 검열, 남성성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임화
의 영화』 (2015), 『월하의 여곡성』 (2008) 등이 있고 공저로 『그런 남자는 없다』 (2017), 『조선영화
란 하오』 (2016) 등, 공역서로 『카메라 폴리티카 』 (1996),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니』 (2004)
등이 있다.

따옴표 ‘광주’가 한국의 현대 문화에 남긴 가장 큰 흔적은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
살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무거움은 40년이 되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랫동
안 한국 극영화에서 이 부채감을 느끼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주체는 압도적으
로 남성이었지만,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딜레마를 다루
면서 죽은 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현전시키는 상상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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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공적 정서일 것이다. 그것이 죄책감이든 부끄러움이든 죽은 자들의 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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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지배하의 민족주의 - 민주주의를 위한 탐색
사카이 나오키(코넬대)
사카이 나오키는 코넬대학교 비교문학과 아시아학과 골드윈 스미스 교수다. 비교문학, 지성사, 번역
이론,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연구, 그리고 텍스트성의 역사 분야를 저술했다. 저서로는 『번역과 주체: ‘
일본’과 문화적 국민주의』 (원제: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1997), 『과거의 목소리: 18세기 일
본의 담론에서 언어의 지위』 (원제: Voices of the Past, 1991), 『사산되는 일본어·일본인: 일본의
역사 지정적 배치』 (원제: The Stillbirth of the Japanese as a Language and as an Ethnos,
1995), 『Nationalism of Hikikomori』 (2017), 『The End of Pax Americana and Inward-looking Society』 (출간예정) 등이 있다. 또한 「Translation」 저널 특별호 ‘Politics of Translation’ (산
드로 메자드라와 공동 편집, 2014)과 「positions: asia critique」 저널 특별호 ‘The end of area’
(2019) 등을 편집했으며, 5개국어로 출간되는 다언어 잡지 「흔적」(TRACES)의 창간 편집위원을 역
임했다.

족주의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얼마 지나지 않은 1980년에 5·18 광

1952년 연합군 군정으로부터 ‘독립’

주 민주화 운동에 관해 전해 들었다. 당

한 이후의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시 대한민국이나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

아는 것이 별로 없었음에도 이 사건은

을 선언한 후 연합국에 의해 점령되어

내게 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충격으

미군정을 받게 되었다. 군정이 종식된

로 다가왔다. 광주 시민들은 한반도의

후에는 국권을 되찾고 미국의 후원하

지배적인 정치적 현실에 저항하는 시

에 ‘독립’했다. 미국은 일본의 민족주의

위 운동을 조직했으며, 그로 인해 민주

를 장려했지만, 동시에 일본의 국내 정

주의의 이상을 위해 희생되고 말았다.

치와 국제 정치는 워싱턴의 정책입안자

나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관한 내가

들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었다. 군정기

갖고 있던 기존 가정을 진지하게 재고

와 그 직후 부상한 일본 민족주의는 ‘독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립국’을 표방하지만 동시에 식민지였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집단안보

과거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의 민족주의

체제 하에서 영토국가 주권이 재정립

와 같았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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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카고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지

되면서 동북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

그런 이유로 나는 전후 일본을 ‘미국의
만주국’이라고 칭했다. 이런 형태의 민
족주의는 냉전의 정치적 환경 하의 한
국과 대만에서도 번성했기에 이런 점에
서 일본은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광
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민족주의가 식
민지배와 대척한다는 기본 가정에 의문
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목격
한 것은 대중의 민주화 운동이 민족주
의의 이름으로 탄압받은 사건이었다.
일본에서 그러했듯이, 주류 민족주의
자들이 식민지배 기관의 부역자나 첩
는 1980년 5월 18일 이전에는 특정
상황 하에서 민족주의와 식민주의가 공
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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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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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과 영화적 기억의 윤리
스티브 최(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스티브 최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시네마 스쿨의 비평학 부교수다. 연구 및 교수 분야는 영화/미디
어 이론, 현상학, 기술이론 및 폭력비판철학 등이다. 『Afterlives: Allegories of Film and Mortality
in Early Weimar Germany』 (2014)와 『Sovereign Violence: Ethics and South Korean Cinema in the New Millennium』 (2016)의 저자이며, 『Beyond Imperial Aesthetics: Theories of
Art and Politics in East Asia』 (2019)의 공동 편집자이다.

이 짧은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과 그 여파가 한국 영화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
고 있는지 논한다. 〈오! 꿈의 나라〉, 〈꽃잎〉, 〈박하사탕〉 등 영화제 ‘광주의 기억’
프로그램에 포함된 영화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짚으면서 이 영화들의 지속적인
연관성이 오늘날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영화들은 관객으로 하여
금 역사적 트라우마와 희생자 및 가해자의 윤리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복수와 정
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자들을 측은지심으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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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권한다.
민주화운동과 포스트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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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극과 광주항쟁
이남희(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이남희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현대한국사 과정 부교수이자 같은 대학 한국학 연
구소장이다. 『민중 만들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원제: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과 『The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 Sourcebook』 (김원과 공동 편
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을 썼다. 현재 냉전이 맹위를 떨치던 1980년대 한국의 맥락에서 보는
사회적 기억 및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대에 사회 저항의 한 형태이자 새로운 양식의 연극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1980
년대에 광주항쟁에 자극을 받은 마당극 배우들은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는 관
객의 변모를 그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전통적인 탈춤의 서사구조, 극적 긴장, 미학에
급진적이고 유토피아적인 해석을 가미했다. 마당극은 대항공론장의 또 다른 표현
이 되었다. 즉, 마당극은 단지 정치 풍자나 실험적 형태의 연극이 아니라 주류 자

1980
2020

본주의 체제 내의 대안적인 삶과 노동의 방식이기도 했다. 마당극은 노동과 여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경계에 도전함으로써 자본주의 체
제의 사회관계 조직에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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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민속극에 서양연극의 여러 요소가 융합된 극 형식인 마당극은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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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과 도청광장
임대근(한국외국어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및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
연구센터 센터장.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한국문화콘텐츠비평가협회 부대표. 글로
벌문화콘텐츠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영화학회 총무이사. 중국영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상호작용에 관해 연구, 강의, 번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출판한 책으로는 『세계의 영화, 영화의 세
계』 (공저), 『한국영화의 역사와 미래』 (공저), 『대만 원주민 작가 단편소설집: 생강로드』 (번역) 등이 있
고, 논문으로는 「‘트랜스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유형: 캐릭터, 스토리텔링, 담론」, 「시각의 충격: 상하이영화
현대화의 기원에 관하여」, 「문화콘텐츠비평: 콘텐츠 액티비즘의 가능성」 등이 있다. 페마체덴영화제, 차이
밍량특별전, 대만영화제, 중국예술영화전, 짧고굵은아시아영화제 등을 기획하면서 아시아 청년 감독
들의 영화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차이나는 무비’(팟캐스트), ‘중국의
역사인물’(네이버오디오클립), ‘3분 차이나’(YTN라디오) 등의 콘텐츠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가 번져가면서 천안문에 모여든 학

이 되던 해, 천안문에서는 정권에 의한

생, 청년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

가공할만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천안

산된다. 사실 그 배경에는 덩샤오핑 정

문사건은 ‘인민’을 위한 나라, 중화인

권의 개혁개방 조치 이후 계속된 관료

민공화국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그

의 부정부패, 물가 폭등, 실업자 양산

러나 천안문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벌

등 사회 · 경제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

어진 일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중국의

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시위는 초반

역사는 민주를 요구하던 수많은 지식

온건하게 흘러갔지만, 5월 15일 소련

인과 학생, 청년,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

고르바초프가 방중하는 과정에도 시

거나 무자비하게 숙청한 사건들로 점철

위가 계속되자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

돼 있다. 1956년 반우파 투쟁, 1966

한 공산당 지도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 1976

다. 자오쯔양 공산당총서기의 노력도

년 제1차 천안문사건의 역사가 이를 증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6월 3일 밤, 중

명한다. 1989년 4월, 후야오방 공산

국 인민해방군은 총 구와 장갑차, 탱

당총서기가 갑자기 사망하자 추모 열

크를 앞세워 천안문 광장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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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사회주의 중국 수립 40주년

훗날 중국 당국은 사망 931명(민간인
875명, 군인 56명), 부상 22,075명(
민간인 약 14,550명, 군인 7,525명)
으로 사상자 수를 발표했지만, 그 진실
은 아직껏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너무나 닮은꼴의 비
극, 천안문사건. 우리는 그나마 거듭된
노력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
동의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 한 걸
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청광장
은 이렇게 우리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
다. 그러나 천안문사건은 여전히 은폐
정도다. 이 사건을 ‘폭란’이라고 규정하
던 중국 당국은 이제 ‘1980년대 말 춘
하 정치풍파’라는 모호한 이름을 사용
하고 있고, 그마저도 공개인 언급도 하
지 않는 상태다. 천안문사건의 주역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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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뿔뿔이 흩어져 미국과 대만 등지에
서 생활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대학

살을 자행했던 마오쩌둥을 향해 공칠
과삼(功七過三)이라는 평가를 내렸
던 덩샤오핑에 대해 오늘의 중국 사회

가 역사적 평가를 감행하는 일은 여전
히 요원한 일일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영화제 - 시네광주 1980 온라인 국제포럼

되고 있다.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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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문화예술적 상상력
정근식(서울대)
정근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사
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및 동아시아 사회변동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 원장과 평의원회 의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의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강연은 1980년 5·18항쟁이 끝난 이후 항쟁의 경험과 기억을 재현한 영화가
출현하기까지의 문화예술적 상상력의 역사적 기초를 다루고 있다. 1980년대 초
반의 시와 노래, 그림들이 모두 5·18 항쟁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1987년 6월항쟁 이전까지 이 세가지 장르가 5·18기억의 재현의 주요 장르
였는데, 이들은 모두 6월항쟁 직전에 이루어진 사진 전시를 포함하여 5·18 진
실투쟁의 일부였다. 6월항쟁 이후 비로소 연극과 다큐멘터리를 거쳐 영화라는 재
현의 방식이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198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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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영역과 평화로의 전환
: 문화적 트라우마와 시민사회의 교정 작업
제프리 알렉산더(예일대)
제프리 C. 알렉산더는 예일대학교 릴리언 샤벤슨 사덴 사회학과 교수다. 같은 대학 문화사회학 연구
소 창립자 겸 공동소장이며, 「미국 문화사회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의
공동 편집위원이다. 그는 문화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회학 이론가로, 사회적 수행, 문
화적 트라우마, 시민영역, 도상성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최신 저서로는 『What Makes a
Social Crisis? The Societalization of Social Problems』 (2019), 『The Drama of Social Life』
(2017), 『The Dark Side of Modernity』 (2013), 『Trauma: A Social Theory』 (2012), 그리고
『The Performance of Politics: Obama’s Victory and the Democratic Struggle for Power』
(2010) 등이 있다. 또한 그는 박선웅, 아그네스 슉메이 구, 데이비드 파머와 함께 『The Civil Sphere

다. 내부적으로 많은 경우 폭력적인 갈

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민족국가

등에 의해 분열되어 주요 집단과 개인

내부에 시민적 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억압받는 사회

사회학적 조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가 어떻게 보다 시민적인 공동체로 이

다. 민주주의의 열쇠는 사회 갈등에 제

행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행은 사회

한조건을 두어 이상이나 물질적 이해관

분열과 절망의 순간이 더 폭넓고 보다

계가 얼마나 크게 상충하더라도 양편이

민주적인 형태의 집단 정체성을 문화

모두 폭력을 삼가고 헌법의 규정을 준

적으로 수립하는 매개체가 되는 ‘트라

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조

우마 작업’을 통해 달성된다. 이러한 세

건을 창조하는 열쇠는 ‘우리라는 집단

계주의적인 평화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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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테두리를 확장’하여, 모든 사회 구성

실증적 사례로서 홀로코스트 이후 유

원이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사회

럽, 전후 일본, 프랑코 사후 스페인, 그

연대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고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후의 남아공

‘시민적’ 형태의 연대는 반드시 개인의

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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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 갈등을 민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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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ast Asia』 (2019)의 공동 편집자다.

자율성과 공동의 의무를 결합해야 한

공적인 죽음, 사적인 기록 일상 사진과 폭력의 기억
피오트르 시에플렉(영화제작자, 학자, 작가)
피오트르 시에플렉은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제작자, 학자, 작가다. 그는 영국 서식스대학교 미디어·
영화·음악과 부교수로, ‘Creative Documentary Practice’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제작한 영화로
는 〈Memory Places〉 (영국, 2009), 〈Memory Cards〉 (영국, 2015) 그리고 〈The Faces We
Lost〉 (영국, 2017)가 있다. 또한 그는 『Death, Image, Memory: the genocide in Rwanda and
its aftermath in photography and documentary film』 (2017)의 저자다.

이 강연은 대중 시위, 기념행사, 그리고 달리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심
판을 위해 전용된 개인 기록, 가족 앨범, 비전문가 사진의 역할을 탐구한다. 구체
적으로 르완다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히 국가가 지원한 대규모
폭력의 경우 이런 이미지들이 역사와 기억 사이의 긴장에 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1980
2020

민주화운동과 포스트메모리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