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leur non ordinaire



Il y a des choses à dire. 

나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기다리기 힘든 찰나의 침묵이 지나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책상 앞에 내려놓은 
그는 날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보다. 라고 
말했다. 



Dès sa jeunesse, il a admis la banalité affreuse de la vie.
Il a écrit sur les personnes ordinaires pendant toute sa vie pour la justifier. 
Chaque personnage avait tout de même une petite valeur étrangement 
non ordinaire. À travers cette écriture, il a pu se consoler d'avoir fait 
entrer la monstruosité du convenu dans sa vie au lieu de se défendre et 
se révolter. 

어차피 기억이란 그런 거다.
아무리 가슴 아렸던 일들도 서서히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적어도 트라우마로 자리하기 전까진 말이다. 

심지어 가슴 떨리던 엄청난 일들도 추억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일단 들어가 안착
하고 나면 조금씩 그 떨림이 잠잠해져 고요한 물줄기 안으로 섞여 들어간다. 
그러다 간혹 물줄기 사이 간간히 박혀 있는 돌을 만나면 사방으로 물방울이 튀
고, 그 튄 물방울들에 우린 깜짝 놀라며 몸을 부르르 떤다. 황홀했던 기억들에 잠
시 그리움에 젖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이고 슬퍼도,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치 내가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
들의 결과물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허
튼 자기위로를 언젠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습게도 개중에는 그런 일들을 
굳이 겪지 않아도 성장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고, 하
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다는 점에서는 그저 내 스스로에게 또 다시 심심히 
위로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위로는 불가피하다. 

아마, 지금의 눈물도 로맨틱했던 그 어떤 것으로 카테고리화될 것이다. 청춘, 젊
음, 성장통 같은 거북스러운 단어들로 말이다. 아니면 그 정반대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페이지-라고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랑을 정의했
다.-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 눈물이 고요한 물줄기가 될 때까지 아파하는 수밖
에 없다. 아마 아픈 감정이 없다면 인생은 매우 퉁명스러운 것이 될 거라고 그는 
어느 책에선가 썼다. 하루키는 무서우리만큼 소름끼치는 평범함에 익숙한 사람
이니까. 아마 하루키도 익숙함이라는 것에, 지독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스스로
에게 자기위로를 하고 있는지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알아야만 하는 순간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난 몰라요' 라고 대답해 버리는가 보다. 

Subir une douleur sachant qu'elle amène à une autre douleur. 



눈이 아름답게 맑은 소녀는 내 등에 난 멍을 보고 울음을 터트렸다. 그녀의 입술
이 부르르 떨리며, 내가 느꼈을 고통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가지 장면을 
떠올렸을 수 밖에 없을 가여운 그녀의 기억을 청소해 주고 싶었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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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불꼬불 올라가는 비탈길 산 속, 
차 안에서 난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다. 
작은 두 세 개의 단어들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도마뱀을 위해 작사를 했다는 그녀는 한 생명체가 잠시 이 
땅에 존재했음을 읊어주었다.  
그날 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 잠든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에게 세상의 더
럽고 슬픈 면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햇빛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찬란하게 쏟아지던 다음 날, 
그녀는 해가 흘리는 잔해를 고스란히 거둬들이며 잠을 청했다. 
금색으로 빛나는 그녀의 벗은 등을 보며 난 내 멍과 찢어진 상처와 너무나도 순
수한 것들 사이에서 문득 느낀 외로움을 나뭇잎들 밑으로 몰래 내려놓았다. 

해가 되어버린 그녀가 나뭇잎 사이를 파헤치지 않기만을 바라며
무얼 했냐는 말에 나는 엄마 앞에서 잘못한 어린아이마냥 그저 머쓱하게 웃었다.  

 
 Ses épaules dormantes brillaient en or, acceptaient tous les bouts lumineux  
qui tombaient du ciel. Alors, parmi toutes ces pudeurs du monde qui 
m'entouraient, j'ai posé discrètement ma solitude entre les feuilles mortes, 
espérant qu'elle ne la découvre pas, elle, qui est devenue le soleil même.   



*
**
***

부족함은 갈망을 부르고 
갈망은 탐욕을 부른다. 

그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탐욕이 날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었던가? 

- 너가 외로운 게 뭔지 알아? 

그는 4살 어린아이 때부터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다고 했다.
난 그 때쯤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다들 타지에서 어떻게 4살짜리 꼬마가 학교를 다니며 적응할까 걱정했지만
아마도 나의 외로움은 오히려 4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들으며 차렷, 열중쉬엇을 하는 아이들과 
그 행동을 따라하는 내 모습이 가슴이 터질만큼 이질적이었다. 
그러니, 아마도 4년 앞서 외로움을 배운 그는 나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아팠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채
매일 자기가 새로운 아버지가 되겠다며 집에 들어오는 남자들을 쫓아낸 그의 
분노를 난 알지 못한다.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나를 보면서 그
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상실감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내 얘기는 아무래도 '진짜 아픔'을 아는 사람들에겐 별다른 흥미 없는 
평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의 조그맣고 우스운 문젯거리나 슬픔 같
은 건 가슴 저 한 켠에 넣어두기로 했다. 차라리 그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 나
았다. 그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다 보면, 적어도 '진짜 아픔'을 나도 직접 살아
낸 것 같은, 왠지 그런 괴상한 우월감에 빠질 수 있었다.  

*
Le manque cause le désir, 
                                le désir amène l'avidité.

À quel point m'a-t-elle détruite, cette avidité provenant de sa solitude ?



**
- Tu ne sais pas ce que c'est de se sentir seul. 

Il a vécu sans connaître son père.
Mais tous les jours il devait chasser les hommes, soi-disant, 
son père.

***
J'ai compris que mon histoire n'intéressait surtout pas des personnes 
qui ont vécu "le vrai malheur". Alors j'ai entassé tous mes problèmes 
médiocres en moi et décidé de vivre les siens avec lui.    
Au bout d'un moment, j'ai eu une illusion comme si c'était moi qui vivais 
véritablement ces expériences malheureuses, je plongeais donc dans 
un étrange sentiment de supériorité.  



삼일 동안 해가 없다.
창문이 고장나 환기를 시킬 수 없는 좁은 방에서 두 명이 내쉬는 공기는 탁하다. 
그래서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면, 짙은 안개가 뿌옇게 내려앉은 주차
장이 보인다.

- 나는 그 시절 지독히도 배가 고팠어. 

핸드폰을 열어보면 항상 와 있는 한 친구의 메세지. 그녀는 혼자 얘기하길 좋아
했다. 내가 메세지를 읽는다는 행위가 그 사람에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았
다. 답장을 하는 게 때론 적절치 못해 보였다.  

하지만 분명, 그 메세지들은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내게 보내지 않는
다면 의미없는 그 메세지들을, 답장을 하던 하지 않던 읽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메세지들은 존재 가치를 느끼며 계속 발송될 수 있었다.

-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가 없어서였나봐. 어두움을 거둬내고 싶었던가봐. 그
지독한 어두움이 나를 잠식하는 게 두려웠어.

나는 지독한 날씨와 배고픔의 연관성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왠지 알 것 같기도 
했다. 질문하지 않는 대신 그와 비슷한 철학적인 얘기로 답변하면 똑똑하고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녀에게 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난 그녀에게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그녀가 보내준 시집을 잘 읽었다고 답장했
다. 어둡게 찌끄려진 글자들은 내 어둠을 거둬내는데 분명 도움은 되었다. 

- 그래서 난 언니 덕분에 다이어트 따위는 안하는가 봐요. 

라고 보냈다. 멍청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메세지들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내게 날아올 테니까.  

Elle adorait me raconter ses histoires.
Au début, elle était un peu triste lorsque je suis partie loin d'elle. Mais elle 
a vite compris qu'en fait ça ne dérangeait pas qu'elle puisse continuer à 
me les raconter. Elle m'envoyait des tas de messages à n'importe quel 
moment. Même si je lui donnais des réponses tardives, elle s'en moquait. 
Avec ou sans mes réponses, cette communication non réciproque 
continuait. 
Mais ces messages s'adressaient sûrement à "moi". Alors j'étais obligée  
de lire tous ces messages puisqu'ils allaient perdre leur valeur d'existence 
en cas de refus de lecture. 

Comme ça ces messages pouvaient continuellement s'expédier.



눈사람 같은 남자가 있다.
다정하게 두 팔을 벌리고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언제 녹아버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매일 아침 창가로 달려나가 확인해야 오늘도 내일도 아직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보지만,
간혹 가다 두 달에서 세 달 넘게 보지 못할 때도 있다.

- 비지니스 때문에 모로코에 다녀왔어. 

그는 내게 절대 정확히 어떤 비지니스를 하는지 얘기해주지 않았다. 일개 샐
러리맨인 것처럼, 주말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인듯 포장했지만 구글 검색
을 통해 그가 거대한 영화 프로덕션 회사 두 곳을 운영한다는 정도는 쉽게 알
아낼 수 있었다. 간혹 그는 내가 만드는 영화에 대해 궁금해 했다. 물론 난 얘
기해주지 않았고 그 역시 절대 되묻는 법이 없었다.   

침대로 향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고 나면 그는 항상 럼을 마셨다. 만족스
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난 침대에 잠시 늘어져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
보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그가 집에서 나가길 기다렸다. 아마도 내 방
어적인 태도가 그는 싫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잠이 밀려와도, 오분에서 십분 
이상을 더 머무르지 않고, - 이제 가야해, 라며, 이미 침대 한켠에 앉아 초조하
게 기다리는 내 머리에 입을 맞추고 떠났다. 

상호간에 황홀한 쾌락을 선물하는 관계. 라고 어느날 그는 우리 둘의 관계를 
정의했다. 나는 아직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도 정의하지 못했는데. 새삼 그
의 완벽한 정의가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다. 왠지 섹스가 수학적인 행위가 되
어버린 것 같았다. 

어느날 난 그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만남을 청산했다. 눈사람처럼 만
나 눈사람처럼 헤어지는 게, 이 수학적 정의에서 느낀 치욕을 그나마 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처럼, 우리는 그런 스쳐지나가는 시적인 
만남이었음을 난 멋대로 재정의했다. 

겨울이라는 건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Il s'agit d'une relation qui a été définie arbitrairement par un homme. 
Mais je n'ai pas envie d'en parler davantage. 



03/03
오류 발견

Anomalie détéctée Commencer par une fleur, achever par une fleur 

03/05
꽃으로 시작해서 꽃으로 끝내기



12/04 
도로를 달리며 얼마나 많은 동물의 사
체를 보았는지 모른다. 93년도의 비디
오에는 물론 그런 것들이 찍히지 않았
다. 도로가 그 때보다 넓어진 까닭일까? 
이 수없는 현재의 것들을 도저히 다 잡
을 수가 없다. 다 잡는 순간 모두 가치
를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결핍된 상태
가 가치를 만드는 걸까? 어쨌거나 선택 
받은 현재들은 축복 받았다.  

Les présents choisis sont bénis. 



*
**

도서관 한 켠에 앉아 주욱 둘러보고 있자면, 인류의 거대함에 질식
해서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침묵 학교, 눈이 멀어버린 흔적
들. 여자 없는 남자들 따위의 괴팍하고 흥미로운 제목들은 내가 저
들을 열든 말든 개의치 않고 제 자리에서 그 존재를 거만하게 빛낸
다. 한 권씩 꺼내들어 단어들을 삼켜본다. 삼켜진 단어들은 때때로 
너무나 무겁다. 다시 뱉어낸 후 버려진 단어들을 지켜보고 있노라
니 문득 나약하고 헐벗은 영혼을 그리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
게 느껴졌다. 하지만 누군가는, 적어도 누군가 한 명 정도는 내 조
그마한 이야기에 잠을 삼십분 정도 못 이루리라. 

*
Après une simple observation de ces colonnes de pavés dans cette 
bibliothèque, je suis déjà étouffée par le colossal de l'humanité. Les titres 
peu sociables se fichent d'être lus, ils sont là, brillant d'eux-mêmes. 



**
J'avale des mots. Mot par mot. 
Dès fois ils sont trop lourds pour moi alors je les crache. 
Entourée de tous ces mots non digérés, je me sens soudain 
pitoyable, moi qui écris sur des âmes fragiles.  



0에 도달한다는 것
J'aligne mes ressentiments pour la comprendre. 
Lassitude, malaise, dégoût, ennui ou jalousie mais il n'y a 
aucune parmi ces définitions qui me convient.  



@ Jina Kim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