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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여섯번째 / 이름에 관하여.



Once the existence of a new born is put in light, people invent or find a word to call the baby. Even during the baby 
is still in the mother’s womb, we make him/her a nickname, waiting for the moment of the first meeting. Since the 
baby comes out of the mother’s body and is born into the world, a name is given to follow during the whole life 
time. A name is composed of a family name, succeeded by blood from parents of parents, and of a first name, a 
proper one containing parents’ wishes or promises to the baby. 

In Occidental regions, many people have a name coming after the Saints of the past, which reminds a specific 
character or a mythological image. On the other hand, in Korea, parents often name their babies with carefully 
chosen syllables with a specific meaning, often borrowed from Chinese characters. According to various 
motivations, certain fathers give the same name to the baby boy for the pride of the family, others let themselves 
be called with different names for professional, linguistic or religious reasons. 

Like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tired of calling the chair a chair and the table a table, who invented his own language 
system, the name given to each person, object, emotion, etc. is not only a linguistic code for communication, but a 
component of the object itself. For someone who has lost past memories, the name can be the clue to find his/her 
existence back and to fill out scattered blacks, in spite of the strangeness of the body that awaken mind is staring. 
Having no name means having no memory which points out the present, lacking his/her own past, story and 
history.

The number multiplying in parallel, new thing carries a new name, generated with its birth, invention, or creation. 
It sometimes allows to visualize and share invisible things like emotions and impressions, sometimes reduces their 
complex features in simply cut shapes. A common name for an object is pronounced and written in several ways 
according to different languages, and is specified or mixed with variable adjectives to tell its function, role or nature. 

So many unknown things pass by us without telling how they are called. Besides, for unfamiliar things we’ve just 
met or learned, we match their faces with their names to remember. The title, that no one chose by him/herself, but 
is given by those who offered a great gift of life, becomes a solid aspect constituting the identity. Called and calling, 
our life resembles it more and more. Though a number of life elements fade out with the death, the name remains 
and contains its memories. Recalled somewhere after the body disappeared, it makes a storm in a cup of water and 
lights on the dark chamber of forgetting. 

Notes on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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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존재가 밝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부를 무언가를 찾거나 만든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열심히 표현하는 태아에게는 별명과도 같은 귀여운 이름을 붙여 곧이어 만날 날을 기다리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자신이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불려질 이름을 갖는다. 이름은 피로 이어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한 가족의 성과 부모의 소망, 혹은 가족의 약속 등을 따라서 갖게되는 고유의 이름이 합해져 
만들어진다. 

수많은 서양인들의 이름은 과거 성인의 이름에서 비롯하여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성질 혹은 신화적인 사람의 상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반면 한국에는 한글자씩 의미를 담은 한자어를 빌려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단어와도 같은 이름이 있다. 때로는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 사는 아버지가 같은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주나 언어적 혹은 직업상의 각기다른 이유로 처음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의자를 의자로, 책상을 책상으로 부르는것이 지겨워서 자신만의 규칙으로 새로운 이름을 붙여 부르던 소설에서 
그리듯이, 각각의 사람, 물건, 감정 등에 붙여져있는 이름은 단순한 언어적 기호를 넘어선 그 오브제 자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억이 지워진 사람이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식하려고 할때 그들은 
지금 이곳이 어디이고, 왜, 어떻게 된 일인지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의식이 깨어져 
바라보는 몸의 낯설음, 그리고 떠오르지 않는 이름. 이름이 없다는 것은 현재를 짚어줄 기억, 즉 자신의 과거, 
나아가 역사마저 없는 것과도 같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 만큼 이름이 존재하고, 새로운 발명은 창조와 동시에 늘 새로운 이름을 동반한다.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는 감정이나 느낌은 그 이름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거나 다른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복잡 미묘한 성질을 다 표현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잡한 아름다움을 
단순하게 잘라내 버리기도 한다. 하나의 물건에 붙여진 하나의 이름은 서로다른 언어로 나뉘어 다른 발음과 
억양으로 불리고, 각종 형용어구를 사용해 그 기능이나 역할, 특징을 밝히기도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들어보지도 못하지만, 들어본 이름 마저도 다 기억하지 못할때 우리는 이름을 
얼굴과 빗대어 닮은점을 찾아 인상에 남긴다. 스스로 만들거나 선택하지 않은, 하지만 나라는 생명을 만들어낸 
이들이 선물처럼 전해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그 사람의 얼굴이나 성격, 나아가 삶은 이름을 닮아간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수많은 존재의 부속물들은 하나씩 지워지지만, 그 이름이 남아 기억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이후에 불려지는 이름은 잔잔한 물잔에 회오리 처럼 봉인되어 있던 모든 기억을 다시한번 꺼낸다.  

이름에 관한 노트.
이지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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