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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밤바다 그리고...



갑작스레 포항에 살게 되었다. 

일 년에 한 두번 보던 밤바다를 마음껏 보게 되었다. 

가족들이 낚시라도 갈 때면 나도 으레 따라나가

끝 없는 지평선과 밤하늘이 일체가 된 모습을 본다. 

밤바다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안락한 기분을 준다.

덕분에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내 마음 속도 차분히 물살에 일렁였다. 

_ 관찰 하나.



_ 관찰 둘. 아무것도 없는 밤바다도 물론 무척이나 좋지만

해안가 혹은 반대편 너머에 보이는 많은 불빛들이 주는 신호들은 

또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곤 한다. 

포항의 바다는 특별히 더 많은 불빛들이 반짝인다.

 



_ 관찰 셋.

그런 바다에 낚시대를 드리우면 

밤바다의 차분함과 주변의 불빛들 

그리고 낚시 찌가 어울려 삼박자를 이룬다.

나의 많은 고민들이 찌와 물결에 흔들리고

나는 무엇이 잡힐 지 궁금해 하면서도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나 둘 씩 해결하거나 잊어버리게 된다.

 



_ 준비물

1. 어부의 눈 _야간케미라고 하며 발광하는 낚시 찌 70~100개

   실험 결과 지속 시간은 5시간이라지만 하루는 되는 것 같다. 

2. 찌를 고정할 수 있는 낚시줄과 테이프, 야광 페인트 

3. 가로 150cm 세로 70cm의 깊이 15cm 수조 

4, 낚시 대와 의자

5. 밤바다 영상, 제생할 프로젝터와 흰 벽면 

6. 어둡게 만들어줄 종이와 물살을 일으키는 미니선풍기

 



나 밤바다 그리고...

_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서울 토박이가 갑작스레 포항에 살게 되었다. 

일 년에 한 두번 보던 밤바다를 마음껏 보게 되었다. 

끝 없는 지평선과 밤하늘이 일체가 된 모습도 보고

해안가, 혹은 반대편 너머에 보이는

많은 불빛들의 신호를 받기도 한다.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안락한 느낌의 밤바다

그런 바다에 낚시대를 드리우면 

밤바다의 일렁임과 주변의 불빛들 

그리고 낚시 찌가 어울려 삼박자를 이룬다.

나의 수많은 고민들이 물결에 흔들리고

나는 과연 무엇이 잡힐 지 궁금해 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나 둘 씩 고쳐나가거나

오롯이 지워버리게 된다. 

덕분에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내 마음 속도

차분히 물살에 일렁였다.



벽에 밤바다 영상이 프로젝터를 통해 맺힌다. 

바로 그 앞 바닥에는 가로로 긴 수조가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 많은 낚시 찌들이 물 위에 떠있다. 

수조 앞으로 낚시 의자와 낚시대가 놓여져 있어 

마치 진짜 낚시를 하는 듯 하다. 

_ 유저시나리오  

밤바다 영상 

의자

의자아래 빔 프로젝터 

낚시대 

바닥에 실로 찌를 고정 가라앉지 않도록 

수면

가로 150cm 세로 70cm 깊이 15cm 수조 



_ 유저시나리오  

바닥에 실로 찌를 고정 가라앉지 않도록 

수면

연결 

다량의 찌 모두 연결되어 있다. 

바닥에 실로 찌를 고정 가라앉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