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marageflüster:

카 메 라  속 삭 임

다 섯 개 의  속 삭 임 :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Ausstellung Information
전시 소개 영상

감사의 말

언어를 배우는 것과 처음 예술을 시도하며 발전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깊은 문화를 이해하고 반복의 시간을 가지며 발전하는 과
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 8월 독일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 예술가들이 다른 언어
로 구성된 시를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상상을 펼치며 주변
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다는 말처럼  자기 주변을 재발견하고 관찰하며 자신의 작품을 구상했습니
다.  시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스스로 편집
을 하여 온전히 스스로 영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새싹같은 어린예술가들
에게 이번 경험이 자신의 존재를 더 이해하는 과정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 속에 숨겨진 많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였기를, 온전한 창작의 과정
을 즐겼기를 바래봅니다.

어른이 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톡톡 튀는 창의력과 깊은 집중력을 보여준 
어린 예술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의 즐거움을 상기시키
는 프로젝트를 제공해 주신 모든 주한독일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PASCH팀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도와주신 독일어 선생님과 워크
숍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학교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2년 8월 최인엽 



이해를 위한 tips!!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독일 문학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괴테의 생애를 돌아보면 ‘거인’이라는 표현이 딱 어
울린다. 80년이 넘는 긴 생애 동안 활동하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베스트
셀러에서 [파우스트] 같은 대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폭넓은 작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나폴레옹은 1808년에 괴테를 만나고 다음과 같은 묘한 말
을 남겼다. “여기도 사람이 있군.” 일각에서는 당대 최고의 영웅이며 천재로 칭송되
던 나폴레옹이 괴테를 자신에 버금가는 인물로 인정한 것이야말로 최상의 찬사라
고도 여긴다.

하인리히 하이네 [Heinrich Heine]

독일의 시인.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전통을 잇는 서정시인인 동시에 반(反)전통적·
혁명적 저널리스트였다. 독일 시인 중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작품이 작곡되어 오늘날
에도 널리 애창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로만체로》(1851)가 있다.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독일계 스위스인 소설가이자 시인. 단편집·시집·우화집·여행기·평론·수상(隨
想)·서한집 등 다수의 간행물을 썼다. 주요 작품으로 《수레바퀴 밑에서》(1906), 《
데미안》(1919), 《싯다르타》(1922) 등이 있다. 《유리알유희》로 1946년 노벨문학상
을 수상하였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독일의 시인 ·극작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위생병으로 육군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반전적이며 비사회적 경향을 보였다. 제대군인의 혁명 체험의 좌절을 묘사한 《밤의 
북소리》(1922)로 클라이스트상(賞)을 수상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윤 민 지

작품정보:
 The Value of A spoonful, 

윤민지,
 2022

QR을 찍으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In Sand geschrieben

Daß das Schöne und Berückende
Nur ein Hauch und Schauer sei,
Daß das Köstliche, Entzückende,

Holde ohne Dauer sei:
Wolke, Blume, Seifenblase,

Feuerwerk und Kinderlachen,
Frauenblick im Spiegelglase

Und viel andre wunderbare Sachen,
Daß sie, kaum entdeckt, vergehen,

Nur von Augenblickes Dauer,
Nur ein Duft und Windeswehen,
Ach, wir wissen es mit Trauer.

Und das Dauerhafte, Starre
Ist uns nicht so innig teuer:
Edelstein mit kühlem Feuer,

Glänzendschwere Goldesbarre;
Selbst die Sterne, nicht zu zählen,

Bleiben fern und fremd, sie gleichen
Uns Vergänglichen nicht, erreichen

Nicht das Innerste der Seelen.
Nein, es scheint das innigst Schöne,

Liebenswerte dem Verderben
Zugeneigt, stets nah am Sterben,

Und das Köstlichste: die Töne
Der Musik, die im Entstehen

Schon enteilen, schon vergehen,
Sind nur Wehen, Strömen, Jagen
Und umweht von leiser Trauer,

Denn auch nicht auf Herzschlags Dauer
Lassen sie sich halten, bannen

Ton um Ton, kaum angeschlagen,
Schwindet schon und rinnt von dannen.

So ist unser Herz dem Flüchtigen,
Ist dem Fließenden, dem Leben
Treu und brüderlich ergeben,

Nicht dem Festen, Dauertüchtigen.
Bald ermüdet uns das Bleibende,
Fels und Sternwelt und Juwelen,
Uns in ewigem Wandel treibende
Wind- und Seifenblasenseelen,

Zeitvermählte, Dauerlose,
Denen Tau am Blatt der Rose,
Denen eines Vogels Werben,
Eines Wolkenspieles Sterben,

Schneegeflimmer, Regenbogen,
Falter, schon hinweggeflogen,
Denen eines Lachens Läuten,

Das uns im Vorübergehen
Kaum gestreift, ein Fest bedeuten

Oder wehtun kann. Wir lieben,
Was uns gleich ist, und verstehen,
Was der Wind in Sand geschrieben.

Herman Hesse

작가의 말

‘모래 속에 써놓은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In Sand geschrieben’은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
록 해주는 시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에 끌리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보
석’이나 ‘금괴’, ‘셀 수 없는 별’은 우리에게 멀고 낯설고,우리 마음 속에 깊
이 와 닿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의 본질과 닮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
제나 변하기 쉽고 사라질 수 있는 덧없는 존재입니다. 지속되는 것의 아름
다움보다 지속되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이 우리와 훨씬 닮아있습니다.  비
눗방울, 구름, 꽃, 아이들의 웃음과 같은 발견하자마자 덧없이 사라지는 것
은 보석이나 금괴보다 훨씬 항구적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그러나 지속되
지 않는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를 닮은 쉽게 사라
지는 것들에 연민과 사랑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날아가는 비눗
방울, 모래 속에 써놓은 글자처럼 비록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급히 사라
지는 것일지라도 그 기억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주변에서 늘 접하는 많은 자연물 속에서 우리 존재와 닮은 것들을 
찾아내어 표현한 시라 조금 낯설었지만, 여러 번 읽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
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지속되는 것이 아름답다는 편
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정적인 것을 견고하지 않은 아름
다움이라고 표현한 시인의 시선이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편의 인생 안
에서 영구한 변화 속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소중
한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심장은 끊임없이 뛰고, 음악 소리, 좋은 예
술작품은 언제나 깊은 여운의 존재로 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것
들은 우리 안에 지속되고 아름답고 영구적인 것입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
는 다양한 순간의 일상을 통해, 평소 우리 주변에 스쳐가지만 놓치기 쉬운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Title:  저녁노을의 여운

'뜨는 해'는요, 아침 잠이 많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직업특성상 밤
낮이 바뀌어버린 사람도, 자식들의 아침밥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도 없는 
엄마도, 밤새 공부하느라 늦잠을 잔 학생도요. 저는 밤새 공부하느라 늦게 
잠을 자고 겨우 등교 시간을 맞춰 학교를 가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아침에 
뜨는 해를 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는 해는 누구
나 볼 수 있어요. 학원에 있더라도 창밖을 보면 노을이 지는 장면이 보이
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이라도 어스름한 노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지는 해야 말로 오늘 하루 피로를 풀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빛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떠오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
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해보세요. 어느 순간, 좌절감이 느껴지고 무력해
질 때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뜨는 해만큼 지는 해도 아릅답다.'

윤 민 지

장면에 대하여.. 

해가 뜨는 것도 아름답지만, 지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해가 떠오
르는 것에 희망을 느끼고, 소원을 빌고, 감탄하지만 사실은 지는 해도 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노을이 진다.’라고는 하지만 ‘노을이 뜬다.’
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을의 사전적 의미는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벌겋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노을
은 아침노을보다 저녁노을이 훨씬 아름답고 깊습니다. 비록 위에서 아래
로 내려가는 해이지만, ‘지는 것’ 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듯이 해
는 가장 아름다운  노을빛을 내뿜으며 우리에게 황혼을 건네주고 갑니다.        

저녁의 어둠이 고요하고 아늑해서일까요, 사라져가는 노을 빛
의 여운이 서리기 때문일까요. 저는 유독 저녁노을의 사진과 영상
을 많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꼭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
고 싶었습니다. 저는 촬영을 하는 중 해가 져가는 모습을 보며 아쉬
운 마음은 들었지만, ‘안타깝다’라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해
가 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내일의 해가 뜨기 위해 잠시 쉬러
가는 것 뿐이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itle: 어스름한 노을빛



박 희 영

작품정보:
우주먼지, 

박희영,
 2022

QR을 찍으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rlkönig

Wer reitet so spät durch Nacht und Wind?
Es ist der Vater mit seinem Kind

Er hat den Knaben wohl in dem Arm,
Er faßt ihn sicher, er hält ihn warm.

Mein Sohn, was birgst du so bang dein Gesicht?  
Siehst Vater, du den Erlkönig nicht?

Den Erlenkönig mit Kron und Schweif?
Mein Sohn, es ist ein Nebelstreif. 

»Du liebes Kind, komm, geh mit mir!
 Gar schöne Spiele spiel ich mit dir

 Manch bunte Blumen sind an dem Strand, 
Meine Mutter hat manch gülden Gewand.« 

Mein Vater, mein Vater, und hörest du nicht,
Was Erlenkönig mir leise verspricht?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In dürren Blättern säuselt der Wind.

»Willst, feiner Knabe, du mit mir gehn?
Meine Töchter sollen dich warten schön

Meine Töchter führen den nächtlichen Reihn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Mein Vater, mein Vater, und siehst du nicht dort
 Erlkönigs Töchter am düstern Ort? 

Mein Sohn, mein Sohn, ich seh es genau
Es scheinen die alten Weiden so grau. 

 »Ich liebe dich, mich reizt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rauch ich Gewalt.«
Mein Vater, mein Vater, jetzt faßt er mich an!

Erlkönig hat mir ein Leids getan!

Dem Vater grauset’s, er reitet geschwind,
Er hält in den Armen das ächzende Kind, 

Erreicht den Hof mit Mühe und Not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Johann Wolfgang von Goethe



작가의 말
가곡 마왕을 듣고 마왕의 웅장함과 신비로움, 두려움을 ‘코
스믹 호러’와 연관시켜서 ‘자연 속의 하찮은 인간’, ‘구속’
을 주제로 만든 영상예술이다. 이 작품의 주요 장면은 구
속되어서 빠져나오려는 손, 화면을 꽉 채우다가 점점 ‘우
주먼지’가 되어가는 초코과자, 그리고 하찮은 비둘기와 다
를바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비둘기 사진을 선정한 이유
는 비둘기만큼이나 하찮은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
기 때문이다.

박희영

Title:  하 찮 음

김 나 래

작품정보:
Tränen des Tages

김나래,
 2022

QR을 찍으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Trost in Tränen

Wie kommts, daß du so traurig bist,
Da alles froh erscheint? 

Man sieht dirs an den Augen an,
Gewiß, du hast geweint.

 »Und hab ich einsam auch geweint,
 So ists mein eigner Schmerz,

 Und Tränen fließen gar so süß,
 Erleichtern mir das Herz.«

 Die frohen Freunde laden dich,
 O komm an unsre Brust!

Und was du auch verloren hast,
Vertraure den Verlust.

 
 »Ihr lärmt und rauscht und ahnet nicht,

 Was mich, den Armen quält.
 Ach nein, verloren hab ichs nicht,

 So sehr es mir auch fehlt.«

So raffe denn dich eilig auf,
Du bist ein junges Blut.

In deinen Jahren hat man Kraft
Und zum Erwerben Mut.

»Ach nein, erwerben kann ichs nicht,
Es steht mir gar zu fern.

Es weilt so hoch, es blinkt so schön,
Wie droben jener Stern.«

Die Sterne, die begehrt man nicht,
Man freut sich ihrer Pracht,

Und mit Entzücken blickt man auf
 In jeder heitern Nacht.

 »Und mit Entzücken blick ich auf,
So manchen lieben Tag

Verweinen laßt die Nächte mich,
 Solang ich weinen mag.«

Johann Wolfgang von Goethe

작가의 말 

저는 작품 전체에서는 서정적임과 시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속삭이는 듯이 전달하려하였습니다. 시의 내용적인 부
분에서는 밤의 별 표현할때는 더 고요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어
두운 배경에 빛을 표현하였습니다 . 비디오의 부분에서 2가지 
장명을 선택하였는데 나비가 나온 장면은 밝은 분위기에 자연
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서 선정하였고, 야경장면은 시에서 고요
한 부분이 밤을 표현한다 싶어서 선정하였습니다. 

김 나 래

Title:  나비



김 민 송

작품정보:
몰락

김민송,
 2022

QR을 찍으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Abenddämmerung

Am blassen Meeresstrande
Saß ich gedankenbekümmert und einsam.

Die Sonne neigte sich tiefer, und warf
Glührote Streifen auf das Wasser,
Und die weißen, weiten Wellen,

Von der Flut gedrängt,
Schäumten und rauschten näher und näher 

Ein seltsam Geräusch, ein Flüstern und Pfeifen,
Ein Lachen und Murmeln, Seufzen und Sausen,
Dazwischen ein wiegenliedheimliches Singen - 

Mir war, als hört ich verschollne Sagen,
Uralte, liebliche Märchen,
Die ich einst, als Knabe,

Von Nachbarskindern vernahm,
Wenn wir am Sommerabend,

Auf den Treppensteinen der Haustür,
Zum stillen Erzählen niederkauerten,

Mit kleinen horchenden Herzen
Und neugierklugen Augen; - Während die großen Mädchen, 

Neben duftenden Blumentöpfen, Gegenüber am Fenster 
saßen, Rosengesichter, Lächelnd und mondbeglänzt.

Heinrich Heine



Title:  어 스 름

작가의 말

영상은 파도가 치는 모래사장을 걷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산책”은 작품 
자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작품에서 “산책”은 지난날에 대한 슬픔과 그
리움, 환희와 같은 감정을 환기시키는 회고적 성격을 띤다. 화려한 색깔
의 꽃,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은 그 “지난날”
이다. 곧이어 구름 사이로 해가 저물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영상은 마무리
된다. 이는 희로애락이 인간의 근본조건, 생로병사와 증산작용을 거쳐 또 
다른 미래의 “지난날”이 될 현재로 몰락, 그리고 도약한다는 약속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늘은 작품의 제목을 대변한다. 모래사장에서 시작
한 영상은 하늘을 보며 끝난다. 발끝을 향한 시선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의 약속인 셈이다. 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서 담
아내고 싶었다. 밝은 하늘에 어스름이 끼고 도약의 철학적 대명사인 “정
오”에 해가 구름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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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m Schwimmen in Seen und Flüssen

Im bleichen Sommer, wenn die Winde oben
Nur in dem Laub der großen Bäume sausen

Muß man in Flüssen liegen oder Teichen
Wie die Gewächse, worin Hechte hausen.

Der Leib wird leicht im Wasser. Wenn der Arm
Leicht aus dem Wasser in den Himmel fällt

Wiegt ihn der kleine Wind vergessen
Weil er ihn wohl für braunes Astwerk hält.

Der Himmel bietet mittags große Stille.
Man macht die Augen zu, wenn Schwalben kommen.
Der Schlamm ist warm. Wenn kühle Blasen quellen

Weiß man: Ein Fisch ist jetzt durch uns geschwommen.

Mein Leib, die Schenkel und der stille Arm
Wir liegen still im Wasser, ganz geeint

Nur wenn die kühlen Fische durch uns schwimmen
Fühl ich, daß Sonne überm Tümpel scheint.

Wenn man am Abend von dem langen Liegen
Sehr faul wird, so, daß alle Glieder beißen

Muß man das alles, ohne Rücksicht, klatschend
In blaue Flüsse schmeißen, die sehr reißen.

Am besten ist´s, man hält´s bis Abend aus.
Weil dann der bleiche Haifischhimmel kommt
Bös und gefräßig über Fluß und Sträuchern
Und alle Dinge sind, wie´s ihnen frommt.

Natürlich muß man auf dem Rücken liegen
So wie gewöhnlich. Und sich treiben lassen.

Man muß nicht schwimmen, nein, nur so tun, als
Gehöre man einfach zu Schottermassen.

Man soll den Himmel anschauen und so tun
Als ob einen ein Weib trägt, und es stimmt.

Ganz ohne großen Umtrieb, wie der liebe Gott tut
Wenn er am Abend noch in seinen Flüssen schwimmt.

Bertolt Brecht

Title:  흘러가는것들

작가의 말

Vom Schwimmen in Seen und Flüssen은 강과 호수에서 헤엄치는 
것 이라는 제목이고 이 시는 자연과 편안함 그리고 모든건 흘러가기 마
련, 이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다.
영상작품의 제목을 일요일이라고 지은 이유는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
다.  일요일은 일주일의 끝이라고 알기도 하고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기에 누군가에겐 일요일이라는 날이 한주를 되돌아 보며 
자신의 반성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는 한주의 시작을 알리
며 다시 힘차고 더 나은 하루가 되자는 의미를 생각 하였고 그래서 영상
에 흘러가고 지나가는 영상들을 많이 담았고 시의 내용이 자연물과 관련
이 많기에 자연과 관련한 영상들을 넣어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낄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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