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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유년의 공동체와,  그 기억을 복기하는 데서 발생하는 기묘한 단상, 내밀성에 대한 것이다. 

작품의 제목인 <그리고 코피를 흘리기 시작한 우리 세 명중 한 명>은 나의 유년시절 경험에서 출발한다. 

뒷산에서 나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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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다.

나는 집으로 뛰어가서 휴지를 가져 왔다. 

코피를 닦았다. 우리 중 한 명이 휴지가 불쌍하다고 했다. 다른 한 명도 동감했다. 휴지는 늘 더러운 것을 닦을 때만 

쓴다고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했다. 갑자기 우리 중 두 명이 울기 시작했다.

상단의 텍스트는 그 경험에 대해 작성 한 것이다.  텍스트에는, 그 세 명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 셋 중 코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회화의 한 장면처럼 이 장면을 떠올

려 볼 순 있다.  그러나 그것이 움직일 때, 그 세 명의 얼굴은 뭉개진 초상이며, 모호해진다.  그만큼 유

년의 기억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이와 같은 개별 사건들- '코피' 와 비슷한 -  것들은, 세 명의 머

릿속에 모호한 그림으로 분명히 가라앉아 있고,



한 명이 코피를 닦는 휴지가 불쌍하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했을 때 다른 전원 모두 그를 철썩같이 믿고 

동의하는, 이상하고 비약하자면 종교적인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승일의 시 <같은 과 친구들> 의 일부분을 발췌하자면, 1"우리의 유년 시절이 너무나 비슷했기에. 우리

가 읽은 책. 우리가 들었던 노래. 우리가 했던 사랑.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사람의 일처럼 비슷했는데 …… 

(중략)/나는 부모한테 많이 맞았어. 거의 학대 수준이었지. 처음 듣는 학대 이야기에 불현듯 삼총사의 눈

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우리도 맞았어. 우리도 학대를 당했다니까?/ 이것 참 굉

장한 공감대로군. 유년 시절에 학대당한 경험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일까? 맞고 자란 우리들의 

취향. 우리들의 사랑. 미친 부모를 만난 탓으로. 우리가 서로 닮은 것일까?(후략)" 와 같은 구절이 등장한

다.  이 시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모두 '비성년' 화자로서, 공모(의식)의 현장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각각 '

유년 시절 학대' 의 경험을 토로하면서 비슷한 공동체가 되지만, 그만큼 그들이 가진 내밀성은 강화된다.  

첨부한 대표 이미지와 <사진 1>, <사진 2>, <사진 3> 은 모두 앞서 기술한 '코피' 텍스트에 등장하는, 

유년 시절의 뒷산과 마을에서 촬영한 것이다.  유년시절과 이상한 의식의 현장, 그리고 그를 반추하는 것

은 어딘가 오컬트적 혹은 연극적이라고 느껴졌고, 이는 귀신과 흐릿한 유령의 이미지로 사고가 이어져나

갔다.  도시 괴담 속에서 존재하는, 가정집 밖에 내 놓은 가구엔 귀신에 잘 씌인다던지 하는 소문들을 생

각하며 <사진1> 을 찍었고, 대표 이미지와 <사진 2>, <사진 3>은 마을 뒷산을 찍은 것으로,'코피를 흘렸

던 사건'을 비롯한 유년 시절의 철썩같은 믿음, 이상한 공모가 이루어졌던 장소이다.  

마을에 살던 친구들은 신기할 정도로 미신을 잘 믿었다. 서로의 연극에 흠뻑 취해서 신이나서 노는 것이다. 

가끔 방에 난 창문으로 뒷산에서 노는 애들을 하염없이 바라 보았다. 그들은 샘물을 마시듯이,

양손을 동그랗게 펼쳐서 허리를 숙이고 걸어다니다가, 한 사람이"여기에 요정의 샘이 있어!" 라고 외치면,

그 주변에 흩어져있던 아이들이 한달음에 뛰어 허공에다 샘물을 손으로 떠 마시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이다.

그 동작과 대화들은 은밀하고 흥미진진하다. 그러다 그 중 한명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면,

그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린다.

위의 텍스트는 뒷산에서 일어난 또다른 일련의 사건에 대해 쓴 것이다.  

영상은 멧비둘기 소리 '구-구구-구구' 에 맞추어 <사진1> 들과 같은 유년시절 살던 장소 이미지와,  공모

의 모식도와 같은 드로잉으로 구성되고, 작성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직조된 한 편의 시를 자막으로써 제

공한다. 

1
김승일, <에듀케이션>, (문학과 지성사, 2012), p.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