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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를 흘리기 시작한 우리 세 명 중 한 명> 은 유년시절 마을 뒷산에서 친구가 코피를 흘렸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한 하단의 시를 중점으로 두고 드로잉과 텍스트, 촬영 영상, 리듬악기 사운드(리코더, 캐스

터네츠 etc)를 조합하여 제작한 영상이다. 

 

그리고 코피를 흘리기 시작한 우리 세 명중 한 명 

 

비밀스러워지려거든, 밤을 골라야 해.  

야! 우리는 밤이면 잠드는 걸 

깜깜해지면 정전이 난 것처럼 번쩍  

잠들잖아  

하릴없이 우리들은 낮에 뒷산에 모인다. 

 

일단은 불을 꺼봐 눈을 깜박이다가, 뜰 수 없다고 생각해봐 

기억하고 있겠지 깜깜해지면 밤이라는 걸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면 이불 속이 아니듯이 

 

누군가 항상 우는, 마을 꼭대기 맨션에서 다 같이 뛰쳐나왔을 때부터, 

우린 그 때 태어난 거야. 추웠지? 추웠을까? 

이봐, 그거 알아? 사실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서 은거할거야… 

아, 내가 그걸 몰랐을 까봐. 우리 둘이 너에 대해 더 잘 아는데. 

 

모두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보기 시작한다. 눈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우리는 원래 눈알 한 알을 가지고, 돌려 끼워가며 보지 않았었나?  

말하기도 전에, 남은 이들은 끄덕인다. 

 



손을 잡고 춤추는 건 어때  

 

「마티스!」 

 

한 사람, 옆 사람의 손을 잡는다. 옆 사람, 고개를 돌려 그 옆 사람을 본다.  

그 옆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는다. 그 옆 사람, 마티스가 누군지 모른다.  

옆 사람, 신이 나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돈다. 한 사람, 그의 손에 이끌린다.  

멀미가 나도록 춤을 춘다. 단색의 초록이 되도록 숲으로 들어간다. 멀미가 나도록 춤을 춘다.  

어라 그런데 너? 

 

코에서 피가 난다. 이럴 수가, 난 아직 마티스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 사람은 멈추어 서 있다 이보세요 

잠시 보던 것을 멈추고 이쪽으로 와요 우리를 좀 도와줘요 

지금 이 코피 묻은 휴지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얼마나 넝마가 되었는지를 당신이 아셔야 해요… 

 

꺽꺽 우는 셋을 두고 나는 도망쳐나온다 저 멀리 날아가는 포물선처럼 작아지는 셋이 앙증하게 모은  

두 개의 손은 춤추기를 포기하고 공손히 애도하고만 있다 

 

 

 

위의 시를 낭송하는, 목소리 나레이션은 영상 전반에 삽입되며 그에 대응하는 주관적인 이미지 혹은 영상

이 제시된다. <사진 3>은 영상의 순서를 구상한 기본 스토리 보드로, 이를 바탕으로 영상에서 등장하는 

오브제와 삽화들을 제작하여 영상 편집 단계에서 조합하였다.  

 

영상이 시작하면, 제목과 함께 리코더 사운드가 흘러나온다. 이 때 리코더 사운드는 일상에서 흔하게 들

을 수 있는 산비둘기 울음소리를 청음하여 리코더로 부른 후 녹음한 것이다.  다장조 계이름으로 '도도미

미레'  를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사운드는, 영상의 끝과 중간에 계속해서 변주되어 삽입된다. 

 



영상에 등장하는 오브제나 삽화들은 직접적으로 사실적인 필치로 그리거나 만들기를 지양하였다. 오히려 

수수께끼의 단서처럼, 특정 부분은 직관적인 추론이 가능하나 확답할 수 없는 시어의 형태로 귀결되어 보

이기를 생각하며 제작했다. 이를 테면, <사진 4>는 시에서의 '코피를 흘린 사람' 을 시바툴과 폼폼 구슬, 

망원경, 아크릴 물감과 같은 혼합 재료들을 가지고 형상화 한 것인데, 어떠한 완벽한 인간의 형상이라 보

기도 어렵고, 혹은 폼폼 구슬이 지칭하는 것이 눈인지 코인지도 알 수 없는 열린 형태이다.  

<사진 2> 오른 쪽에 보이는 삽화 또한, 토끼로 추정되는 것 옆에 일렬로 늘어선 원은 일정한 이상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것은 유년의 기억을 복기하는 행위가 이미 뭉개진 초상에 가깝고, 자기중심적으로 편집된 모호한 화면

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설정한 장치이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회하고,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은 시의 

대화 부분을 보여줄 때도 불특정한 사람의 목소리 대신 캐스터네츠의 소리로 대신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초기의 시를 퇴고하면서 가장 변화한 지점은, '나'의 분리, 혹은 시점의 재설정이었다.  

 

뒷산에서 나를 포함한 세 명의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따돌리고 또 끌어당기며 계속해서 

샘을 냈다. 그 날은 신기하게도 싸우지 않고 모여 있었다. 몇 분의 소요 끝에 이상하게도 우리 중 한 명이 코피를 흘

렸다. 나는 집으로 뛰어가서 휴지를 가져왔다. 코피를 닦았다. 우리 중 한 명이 휴지가 불쌍하다고 했다. 다른 한 명

도 동감했다. 휴지는 늘 더러운 것을 닦을 때만 쓴다고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했다. 갑자기 우리 중 두 명이 울기 시

작했다. 

 

초기의 시에서, '나'는 첫 문장부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뭉쳐진 공동체의 일부이다. 그러한 설정은 

끝 문장까지도 동일하다. 그러나 시를 퇴고하면서 과거의 사건속에 존재하는 '나' 와 이를 복기하는 나는 

엄연히 유리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유리되다 못해, 3인칭 시점으로 훔쳐보는 것과 다름없다

는 것에 이르렀다. 유년의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 있고, 어쩌면 함께 참여한 나머지 인물들의 기억속에서

마저 휘발되어 있을 수도 있다. 누구의 기억속에도 없는 사건을 계속해서 꺼내 보는 것이 무척 은밀하고 

자폐적인 것이다. 

또한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유년의 '나'는 나머지 친구들에게 함께 감화되어 그들의 애도에 동참했다. 그

러나 현재 생각되는 감정은 어딘가 괴상하고 두려운 것이다. 오히려 동질감을 느꼈었던 사실이 왜곡된 거

짓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즉 '뭉개진 유년의 공동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좀 더 몰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시에서 표현했듯 영상에서는 삽입되는 나레이션과 눈을 껌벅이는 영상을 본인의 신체를 



활용하여 녹음하고 촬영하였는데, 이를 선택한 것은 모든 상황이 '나'에 의해 편집되고 쓰여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