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 for Tat  

 

‘Tit for Tat’ 이란 단어를 처음 보게 된 건 스리랑카에서 구입한 동화책

의 제목에서였다. 친구인 시골 상인과 도시 상인 간의 배신과 복수에 

대한 간략한 우화였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상대방이 한 그대

로 갚아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득 ‘Tit for Tat’의 어원과 쓰임새가 

궁금해져서, 찾던 도중, 경제학 및 수학 이론인 ‘게임이론’의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게임이론’이란 경쟁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이론이다. 

‘Tit for Tat’ 전략은 4가지 행동양식이 있는 데, 첫째 신사적일 것, 둘째 

상대방이 배신했을 시 반드시 똑같이 보복할 것, 셋째 배신한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 수락하나, 성급히 용서하지는 않을 것. 넷째 명백히 

행동할 것. 

복잡한 세상에 대한 대응으로 이 단순한 4가지 법칙은 흥미롭게 다가

왔다.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목표를 갖고 ‘신사적일 것’이라는 대목이 

처음으로 온다는 것이 그렇다. 

 

 

호신술 

사회적으로는 ‘무차별 폭행’이 SNS를 통해 많이 노출되었다. 일부 광

경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져 ‘밈’으로 사용된다던가, 일부 사건은 사회

적 파장을 일으켜 정치적 움직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우

리는 영화, 드라마, SNS 속에서, 연출된 통쾌한 복수극을 소비하고 있

다. 하지만, 현실 속의 폭력은 단어 그대로의 폭력일 뿐이다. 소비하는 

폭력은 통쾌하고 경쾌한 템포를 만드는 반면 현실에서는 개인의 불안

함에서 시작되어 모두의 불안함으로 끝이 난다.  

나를 지키는 방식을 가르치는 호신술 무술 교본이나, 응급상황 안내

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이미지로 지시한다. 신체를 사용한다는 것과 



이미지와는 적잖은 거리가 있어, 그려진 신체의 미묘한 부자연스러움

을 한 참을 봤다. 호신술 이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역전되

고 반복되면서, 순환하는 고리 같은 것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느껴졌고, 

더 크게는 사회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했다. 이해심 없는 호의가 때

로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근간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 ‘믿음’은 어찌 보면 종교보

다 더 강력해 보인다. 우리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새긴 다

음, 암묵적인 약속 안에서, 이것이 존재하는 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

럽게 소비하고 생산한다.  

중세나 고전시대의 공포는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면, 현대의 공포는 가

난이다. 가난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의 가난’이다. 미디어들은 다

양한 방식으로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반복이 되면 ‘강박’이 

된다. 

소위 ‘무역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미국과 중국간에 발생하였다. 그리

고 곧이어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전쟁도 시작되었다. 그 안에는 복잡

한 정치적 관계가 있겠지만, 표면적인 전쟁의 양상은 상대방이 가진 

것을 하나를 빼앗으면, 똑같이 하나를 빼앗는 정말 단순한 구조다. 마

치 ‘Tit for Tat’처럼. 

 

 

결국에 내가 그리는 것들은 대부분 사회와 개인의 마찰 속에서 나타

나는 감정이나 생각, 태도들이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비평적이며, 



때로는 희망을 찾는다. 그것은 보편적인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며, 

내가 그림 그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