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hs Six Sex* 

Julia Sjölin, <6>(4K video, sound, 00:23:17, 2020) 리뷰 
 

김무영 

 

배우들은 화장을 했다. 그들은 무성 마임 영화에서처럼, 내내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사진의 포즈를 잡듯이 계속 

멈추고 움직이지만, 그들은 말을 할 수 있다. 1 부터 6 까지— 독일어, 영어, 스웨덴어—세고, 반복한다. 이것은 

코닥사의 ‘super 8 camera’의 촬영 매뉴얼에서 좋은 숏을 만드는 법에서 영화를 만들 때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한 테이크는 6 초 정도가 알맞다는 지침에서 빌린 것이다. 1 2 3 4 5 6, 다분히 인위적인 이 제안은 우선 이 

작업에서 시간을 감각하게 하는 가장 단순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후에 이 구조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촬영자는 배우들이 1 부터 6 까지만 세도록 하되, 해당 매뉴얼과 다르게 6 초가 지나서도 화면을 끊어내지 않기 

때문에 보는 이는 이번 6 초와 다음 6 초 사이의 기간을, 즉 세어지지 않는 시간을 보게 된다. 숫자를 세기 때문에 

세(어지)지 않는 시간이 돌출되는 것이다. 

마치 1 부터 6 까지 세는 게 사실은 고되다는 듯, 배우들은 자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을 열 때가 되면 

자신의 눈으로 렌즈를 응시하고, 숫자를 세지 않을 때, 보는 이를 기다리게 할 때, 렌즈를 응시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로 촬영자를 담는 듯하다. 이 순간마다 가끔 렌즈들이 서로를 반사시켜서 평면을 바늘이 뚫듯이 하얗게 

빛나지만, 결코 리버스 숏은 없고, 촬영자는 숨소리로, 광원—카메라 플래시—으로 화면 안에 함께 있을 뿐이다. 

광원과 숨소리, 그림자로써 촬영자의 모습을 은근하지만 분명히 드러내는데,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매개하는 

렌즈의 물성, 렌즈가 해낼 수 있는 속성들은 감추고 촬영하는 몸 자체만을 드러낸다. 이 점에서 <6>가 촬영된 모양은 

그림이 그려질 때 눈—손—대상이 직접 연결된다는, 다시 말해 몸과 대상이 카메라를 거치지 않는다는 전통적 

회화의 특이점과 역설적으로 닮아있다. 

사람의 눈은 때때로 빨갛게 변한다. 카메라 플래쉬가 번쩍이는 순간, 그 속도가 동공이 수축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라서 빛이 각막, 망막, 수정체까지 뚫고 들어와 안구를 채우게 될 때가 그렇다. 영상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배우는 선글라스를 낀 채 화면—렌즈—를 바라보고 있다. 선글라스는 눈동자처럼 두 알이고, 같은 풍경을 양옆으로 

두 번 보여준다. 카메라 렌즈 뒤에서 쏟아지는 두 개의 일몰을 담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둘로 쪼개진 촬영자가 

얼굴에 카메라를 대고 있는 모습도 반사한다. 배우가 선글라스를 벗고 날이 어두워지면, 잠깐 나타났던 촬영자의 

반사상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는 광원(카메라 플래시)과 숨소리, 그림자로써 촬영되는 지대 안으로 겹쳐온다. 

하얗게 화장한 배우들의 얼굴과 좁은 면적으로 그곳을 비추는 광원은 서로가 서로를 과잉시키기만 하는데, 이는 

렌즈와 얼굴, 즉 촬영자와 배우 간의 실제 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납작하게 느껴지게 한다. 촬영자의 숨소리는 줄곧 

가깝게 담기는 배우들의 얼굴과 구분하기 힘든 거리에서, 가끔은 누구의 숨소리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한 겹으로 



 

 

화면(렌즈)에 밴다. 촬영자를 렌즈가 보는 시야 내부로 뚫어 품는 것은 보통 어렵거나, 숨겨지거나, 아니면 당장의 

경우처럼 어떤 장치를 반영해야 발생한다. 원론적으로 촬영자는 렌즈 뒤에 서 있어야 촬영을 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촬영이라는 행위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항상 바깥, 주변을 담는 일종의 위계나 약속이—아닌 경우에만 ‘셀프캠’ 

등의 수식이 붙듯이—존재하기 때문이다. 촬영자의 몸이 이러한 일종의 물리적인 약속을 조금씩 어길수록, 다시 

말해 촬영자의 육체를 외화면으로서 끊임없이 운용할 때, 결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촬영자의 몸이 촬영된 다른 

몸들과 계속해서 겹칠 때, 촬영자의 육체는 수행적인 몸이 된다. 이것은 배우가 아닌 채로 배우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촬영자이면서 촬영되는 대상의 모임에 개입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촬영자가 화면 내부에 참여하는 것은 종래의 ‘POV(Point Of View)’ 촬영과 다르게 읽혀야 할 

것이다. POV 촬영은 촬영된 대상 무엇보다 카메라를 든 몸의 존재감과 시야, 그가 표출하는 감각이 보는 이에게 

인지되는 것이 촬영되는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조건보다 상위에 있다. 여기서 촬영자는 화면으로 

‘침입’하는 것에 가깝다. 반면, <6>에서 촬영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은 일반적인 POV 촬영보다 훨씬 

간접적이고(광원, 숨소리, 그림자 따위로), 비유적이다. 자신의 몸을 광각 렌즈의 시야에 둘러 감싸면서 대상 내지 

풍경을 자신의 소실점으로 점유하기보다는 마치 촬영 대상과 눈싸움을 하는 듯이 언제나 배우들 앞에 안 보이게 서 

있을 뿐이다. 사실은 촬영자의 가족과 애인인 <6>의 배우들에게 빛, 호흡, 그림자 따위를 일견 실수처럼 남기면서 

그는 애정을 담은 대상에게, 화면에 얹히는 것이다. <6>는 어두워지면서 끝나는데, 이는 명료하게도 카메라 

플래시가 배우들에게서 처음으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촬영자가 앞을 보면서 뒤로 걸을 때, 화장으로 더욱 선명했던 

배우들의 얼굴은 처음으로 작아지고, 흐려지며, 그들이 서 있는 모습도 마치 클럽에서의 몸처럼, 붓 자국처럼 

자욱해진다. 이러한 빛의 퇴장이 만들어내는 동선은 그동안의 숫자 세기가 끝남을 알리는 간결한 인사이다. 반대로 

전혀 잦아들지 않는 숨소리는 렌즈 뒤의 안 보이는 몸이 줄곧 배우들을 얼마나 가깝게 맴돌았는지 물러서는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준다. 

<6>에는 모기 소리가 가득하다. 배우들은 숫자를 세다가도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 몸을 흔들거나 손으로 

자신의 피부를 때린다. 모기의 존재가 스코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촬영이 언제 끝을 향할지 그 당위성이 보는 

이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와중에 배우들은 다음으로 6 을 셀 때까지 기다리며 모기를 견딘다. 두 배우는 차례로 렌즈 

앞에서 집중하며 포즈를 취하고 언젠가부터는 침과 혀끝으로 비눗방울을 만들거나 서로를 끌어안고 렌즈를 

바라보며 잠깐 웃기도 하는데 이는 반복되는 순전한 지루함을 드러낸다. 이것은 일종의 기다림의 모양들이다. 

이것이 6 초라는 순간 혹은 지연에 대한 일차적인 스코어가 된다면 모기는—언제나 그것의 바깥에 있지만 그것을 

장악하고 분절하는—그것의 박자 같은 것이다. 화면에서 6 초의 ‘적절함’은 늘 붙잡히지 않으면서도 늘 기다림과 

반복의 대상이 되고, 모기는 사람의 몸이 어쩔 도리가 없는, 순전히 자연이 부여한 순간들로 <6>의 지연된 시간을 

분절시키고 그들의 몸을 운전한다. 서로 렌즈를 응시하며 숫자 세는 정도의 단순한 약속과 모기라는 환경 때문에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은 배우들의 수행과 모기—스코어가 서로에게 우연한 만큼 자연과 저항하는 몸의 유약함을 

대비한다. 이는 나아가 렌즈 앞뒤로 서 있는 몸들의 관계와 그것을 지켜보는 환경에 대한, 일종의 단순하고 

강박적이고 어느새부터는 명백한 안무를 만들게 된다. 6 초와 6 초 사이에서, 다시 말해 “적절한 길이의 순간들의 



 

 

사이”에서, 절대로 세(어지)지 않는 시간을 채우는 것은 누군가가 전혀 적절하지 않은 순간 동안 촬영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눈 맞추는 얼굴과 나머지에 온종일 방해받으며 겪어내는 몸의 나머지가 만들어 내는 어떤 

불협적인 안무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점검할 수 없는 순간 동안 지속하는 안무는 몸들이 벌레와 숫자에 여과되고 

남기는 것이다.  

* Julia Sjölin 의 <6>(4K video, sound, 00:23:17, 2020)에서 배우들은 하나부터 여섯까지 센다. 독일어, 영어, 

스웨덴어로, eins, one, ett, zwei, two, två, drei, three, tre, vier, four, fyra, fünf, five, fem, sechs, six, 

s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