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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men with Headless Bodies and a Hundred Heads
어머니여신은 벌거벗고, 머리는 없었지만 해골과 잘린 팔, 진주로 만든 목걸이를 

주렁주렁 건, 피부가 파랗거나 때때로 붉은 여신,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신의 분신이었다.* 어머니여신은 식물, 동물, 인간의 구분 없이 

그들을 산물하고 관장하는 신이었다 고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품어내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천도하는 넋 굿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 굿을 행할 때는 이승과 

저승으로 향하던 혼령들이 모여 생전의 모든 한을 풀어내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굽이굽이 전해지면서 아무런 노랫말도 생기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 산기슭을 어루만지며 뿌리 한 번 내리지 못한 잎사귀들의 어미가 되어준다.
*나의 신체와 짐승의 신체가 자발적으로 혼종의 비체를 만들어가는 것. 여자와 짐승을 비천하게 
여기는 언어들을 되돌려 나의 짐승하기를 도모해보는 것. 그리하여 닥쳐오는 괴물, 인간짐승인 
미래가 되는 것. 새로운 생기의 장에 도착하는 것. (인간) 아님의 세상을 향해 여행하기를 시도하듯 

글을 써나가는 것. 이 글은 『여자짐승아시아』 하기로부터 시작된 ‘십창하기’의 서론이다.

이 이야기는 땅을 여성으로 상징하는 고대의 '어머니' 신화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사는 땅을 무참히 살해한 지모신의 몸을 빗대어 보기로 한 시작의 언저리를 더듬어 

가면서 최초의 살해된 지모신의 옛 흔적들을 찾아가기로 한다. 이 흔적은 세계 

곳곳에서 설화나 민담으로도 전해져 내려온다. 우리가 신화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모신의 모태가 세계의 근원이고 지모신의 찢긴 몸이 세계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다.

신화란 정당화된 통치에 대한 꿈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서술된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잔혹한 살점, 어느 하나 온전치 못한 채 ‘십창’난 살들의 역사다. 

신화는 살점들로 엮어졌다. 꿈-신화는 언어 이전의 이야기로 문명이 꿈속에 남겨놓은 

성스럽고도 속된 폭력의 시(詩)이다. 세계에 치세(治世)가 이어지는 동안 엮어진 

살점들은 그 아래에 썩지 않고 묻혀있다. 절단된 살점은 신화의 은폐된 사건을 

토대로 이뤄진다. 신화에 내재된 폭력 구조는 영웅 서사의 여성-괴물살해와 관련이 

깊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 영웅인 페르세우스·헤크라클레스·벨레폰·오이디푸스는 

여성-과물들을 살해함으로써 불멸의 입지를 얻게 된다. 그리스의 영웅들은 이 

무시무시한 여성-괴물을 도륙 내면서 ‘시련’을 통과하게 된다. 폭력의 서사구조는 

영웅 신화의 통과의례일 뿐만 아니라 신화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다. 히스테리안 

계간4호 『십할년:잘린 머리들, 강병우』, 2021 

‘위대한 어머니여신’과 ‘남성 가부장 신’의 전쟁은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바빌로니아 신화에도 나타난다. 특히 바빌로니아 신화는 ‘어머니 

여신’ 살해의 극단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어머니 여신’을 찢어발겨 그 



육신으로 세계를 창조하므로 그것이 바빌로니아 신화의 창세기다. 최초의 지모신은 

남신에게 살해당하며 찢겨진 몸이 세계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준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신화로의 이동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의 이동으로도 보인다. 

그리스 로마신화로 이동하면서 대지의 여신의 역할이 다른 형태로 묘사되는데 

이처럼 신화에서 여신의 묘사방식도 인자한 어머니, 질투 많은 아내, 때로는 

흉악스러운 마녀의 얼굴로 파생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으로 여겨졌지만, 그리스 로마신화로 이동하면서 괴물로 묘사되고 

시인 오비디우스는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강간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가부장적 

시스템으로의  역사적 전희의 기로에서 ‘여신 살해’(그리스 신화의 여성괴물, 

바빌로니아시대의 지모신)는 하나의 상징적 구축물로 보이는데, 이는 근대에 

와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국민 국가화, 공창제, 

자본주의의 시초축적문제, 여성 노동의 가치 절하 및 마녀사냥, 국가/근대화/가부장, 

여성 신체의 근본 토대였던 바빌로니아 지모신의 찢긴 몸이 세계가 된 것처럼 

여성신체의 ‘십창’이란 문제는 근대성과 밀접해있다.《머리 없는 몸과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가부장적인 거세와 순교, 신성화되지 

않으면 몸을 얻을 수 없다는 역사적 상상과 함께 문명이 신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영토화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며, '몸'을 계급화하기 쉽다는 점을 포착한다. 

‘어쩌다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 백 개의 머리가 우글거린다.’ 세계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세계를 창조해야만 한다. 속된 공간의 균질성과 혼돈 가운데서 어떤 세계도 

탄생할 수 없다는 점을 현시한다. 

신화의 ‘찢긴 몸’과 ‘은폐된 사건’에 주목하며 원초적인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오는 상징성이 문화와 역사 안에서 어떻게 잠식되고 있는지, 찢겨진 

몸의 조각, 묻힌 유해(有海) 나고 죽음을 되풀이하면서 끝없이 유전(流轉)하는 미혹(迷惑)의 

세계를 바다에 비유한다.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야기는 두 개의 공간(망원/을지로)으로 

찢기며 프리뷰가 전시의 문을 여는 격으로 제안하지만 미리-보기 위한 프리뷰가 

아님을 명시한다.수록된 글: 시문,時門, 강병우, 참조 프리뷰는 시간의 축 위에서 선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기원의 조각, 작품 이전의 조각으로 하나의 덩어리이자 非서사를 

생성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의 작품이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는 

당연한 명제를 드러낸다. 묻힌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은 유전(流箭)목표를 벗어난 화살이 

누가 어디서 쏘았는지 모르게 날아오는 화살을 뜻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껴간 시간, 잘려진 

사건, 목도하는 시선은 세계 도처에 깔려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글: 강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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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모든 것에서는 소리가 난다. 소리는 운동을 만들고 운동은 소리를 만든다. 

사운드의 어떤 요소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생존에 필요한 몸의 

중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현대의 노동요는 무엇인가? '구지가'의 가사와 주변의 

사운드에서 반복되는 리듬의요소를 배재하고, 천천히 주변을 배회하는 사운드, 

불규칙한 목소리의 확산 과정을 통해 몸의 의미가 축소된 현대의 몸과 노동 그리고 

소리가 가지는 본연의 움직임을 찾는다. 사운드의 집합은 끊임없이 불규칙한 

상태변화를 겪으면서 운동한다. 소리의 운동, 생성과 소멸은 모든 생명이 겪는 

필연적과정과 닮아있다.

소리를 감각하는 행위는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유한 자신만의 

시간대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 소리들이 영속적인 

운동을 상상하는 일이자, 지구 혹은 우주 어딘가에서 같은 일과 소리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상상하는 것이다.

<구지가 2021> 2 channel sound_2021

문규철은 서울을 기반으로 사운드, 오디오비주얼, 뉴미디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동시대 기술을 활용하여 사운드의 본질을 바탕으로 

사운드의 미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리서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SXSW, WeSA, PRECTXE, Mutek Japan / Mexico, 등 다양한 

국제적인 페스티벌에서작품을 선보였으며, 세종문화회관, 아트센터 

나비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gyuchul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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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했던 두 친구는 이 세상과 안녕을 했고 내 가슴 한편에 자리를 내주었다. 또한 

카타콤에서 목격한 죽음의 형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되었고 

미술을 통한 표출하기를 시도한다. 소멸과 죽음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동시에 

생성과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니 하루에도 무수한 세포가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듯 완전한 인간 형상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는 

내구성이 약한 모든 재료, 특히 사계의 순환점과 자연물에서 이미지를 얻게 된다.

- 일곱 개의덩어리

태초와 죽음이동시에 보이는 작업을 하고 싶었으며 나의 대부분 작업은 

‘시작으로써 존재하는지 끝으로써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덩어리’의 의미는 인체 소조 작업에서 특정 부위가 다듬어지기 전 단계인 ‘양감’ 

정도로써 존재하는 ‘시작의 덩어리’와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 형상을 지양하며 

만들어내는 덩어리는 형태적 열린 결과물을 상상할 수 있게 되며 진행으로써의 

덩어리 인지 퇴행으로써의 덩어리 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무엇도 아니지만 무엇도 가능한 덩어리>_흙,라텍스,우레탄폼,아크릴,이끼,나무_가변설치_2021

안민환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라는 타이틀로 내적동기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 내적동기에는 '죽음과 性에너지 그리고 

폭력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에너지임을 

간주한다. 조각과 설치, 영상과 페인팅 등 장르를 불문하고 표현하기를 

시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죽음이라는 현상에 주목하고 존재론적 사유와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본인의 시작점과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자 한다. amh2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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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절두산을 발견한 시점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병인박해 

사건, ‘믿음’에서 온 확신은 죽음을 불사했다. 신체의 절단이 행위와 신체 그 

자체로서 가지는 신성함은 무엇일까. 병인박해와 순교, 인간의 ‘믿음’에 관한 문제, 

‘신념’ 이 육체에까지 주는 영향에 의문을 던지며 풀어 보고자 하였다.  ‘믿음’의 

영역은 종교와 신앙을 떠나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가 주목했던 것은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내놓는 극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인간의 태도이다. 순교는 혁명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유를 향한 

몸부림임을 느꼈다. 순교는 과거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며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칼끝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겹겹이 쌓여 있다. 머리는 존재의 핵심 정체성이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위한 

과거의 파괴, 구체제의 붕괴이다. 하지만 죽음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여 찢겨진 

신체의 거름 위에서 탄생한다. 

'믿음'에 따른 행위에는 정당성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뒤틀리고 일그러진 

극적인 마음의 상태는 다른 이의 신체를 무력으로 도둑질하기도 한다. 광기와 

폭력으로 변질된 마음은 신념의 또 다른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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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은 역사적사실과 개인의 경험을 

각색, 은유와 비유를 들어 허구의 세계를 

창작한다. 문학에서부터 출발하여 설치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폭력, 광기, 환향, 종족, 신화, 주술, 

종교, 미신, 지구, 우주, 사후세계 등의 

요소들을 버무린 판타지 장르에 관심이 

있다. 창작한 소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를 모색 중이다. 

yy.jomal@gmail.com, jomal.co.kr



남
하

나
(불

나
방

)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체가 되려면, 어머니의 몸을 추방해야 한다.  

어머니의 질서는 배제되고 아버지(상징계) 질서에 복종해야한다. 

나를 만들었던 어머니.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괴물이 되었다. 

나를 형성하는 에너지. 몸 밖으로 배설되자 ‘비(非)체’가 되었다. 

나를 위해 생성된 역겹고 더러워 혐오스러운, 그러나 매혹적인 실체.

"세계로부터 도륙된 머리, 검붉은 빛의 생리혈, 코끝을 찌르는 냄새의 오물 덩어리, 

차갑고 시린 죽음, 생(生)과 사(死)가 공존하는 자궁과 질.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식탁에는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시간, 맛있게 드세요." 

기나긴 시간 동안 배제되고 사라졌던 ‘나’

새로운 ‘나’가 만들어질 시간이다. 

이번 전시는 여성의 몸에서 배설되는 비체가 가진 에너지성에 주목한다. 음식은 

신체의 운동성을 가지게 하는 에너지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음식을 먹고 

다시 배출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몸에서 음식과 비체들이 뒤섞여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어머니의 몸 자체를 추방하면서 에너지는 사라지고 

버려진다. 내가 생성되기 위해 필요했던 비체들인 신체, 오줌, 생리혈, 오물, 썩은 

음식이 뒤엉킨 식탁 위로 당신을 초대하고자 한다. 

<아브젝트 만찬>  acrylic on canvas, 260*194cm_2021<매혹적인 구멍, acrylic on canvas, 18cm, 2021>

<몸으로부터 시리즈, acrylic on canvas, 

30*30cm, 2021>

남하나(불나방)은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 '불안' 한 

감정, 상태를 회화로 표현한다. 작가 본인으로부터 출발한 불안기제는 

인간의 내면을 살핌으로써 인간의 주체성이 발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새롭게 줄리아 크스테바의 '아브젝트'*비천한 것, 역겨움, 비천, 

비천체로 번역되며 줄리아 크리테바의「공포의 권력-아브젝션에 관한 

에세이」에서 여성을 억압적 사회에 대한 균열을 내는 존재로 본다. 

이론에 기대어 여성, 어머니가 가진 에너지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hotlhana@gmail.com 

정
혜

진

작품은 하나의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두운 건물 안, 작은 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과 그 위를 올려다보는 한 무리의 트랜스젠더 (이주)성노동자들의 

시선이 대치되는 장면이다. 여기서 우리는 둘로 나뉜 장소의 동굴 밖과 동굴 안을 

찾는 게임에 초대된다. 실재하는 것과 표상 사이 시선이라는 기물chesspiece의 

위치에 따라 동굴에 내포되어 있는 장소성의 본질이 전복된다. 이번 작업 <동굴, 

환영, 목소리>는 인격을 삭제 당하고 인식 속에서 ‘동굴 안의 동물화’되는 어떤 

무리들에 대한 ‘실재’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주체적 신체 사용trans과 신체의 

이동성transfer이 비정상 신체화 혹은 타자화되는 현실을 마주하며 작품은 공간의 

시선 구도를 통해 관객에게 가담자의 역할을 부여한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앞전에 돌부리를 놓아 밟고 있던 땅을 다시금 더듬는다.

은밀한 지하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픽션인 <동굴, 환영, 목소리>는 

‘이주와 이종(異種)’에 관한 시어이다. 저 멀리 속삭이는 목소리를 따라 배회하며 

구멍을 통해 괴신체로 가득한 지하도시(동굴)를 관망한다. 그곳은 파편화된 몸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언제든지 열리고 또 닫힌다. 조각나고 재조합하는 ‘몸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타자로 규정되는 이질적 혼종의 적나라한 형상을 마주한다.

<동굴-환영-목소리>,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8min_2021

정혜진은 영상언어 혹은 이를 기반으로 다매체적 형식으로 작업하며, 

매 과정마다 체현하는 작품에 대해 고민한다. 끊임없는 타자성과 

공동체에 대한 반문은 작업의 주된 원료가 되며, 주로 사회 속 드러나지 

않는 가치들에 주목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현상을 포착하고 기록한다. 

4jeanne@naver.com



시문(時門) Preview:  So, One Gallery 1/10(Sun)-1/17(Sun)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21-4

미리보기(pre-view)는 ‘시간적 

함정’①(hole)이다. 일반적으로 전시 프리뷰는 

선(先)이해를 위한 장치로써 본전시의 

시문(時門)을 연다. 하지만 미리보기란 그 말의 

뜻이 무색하게 결코 시간을 앞질러 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리뷰는 

그것에 앞서 ‘있는 것’을 재현하는 즉, 실재를 

반복 산출할 뿐이다. 기원적으로 앞선 실재를 

미리-본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시간이 드러내 보이는 아이러니 ‘시간의 

함정’이다.

‘미리보기’는 그 시간성격으로 인해 미리-

내다보지 못한다. 하지만 미리-보고 있다. 이 

역설적인 일은 우리가 이미 ‘시간의 함정’에 

빠져있단 사실을 보여준다.② 함정을 뜻하는 

구멍(hole)은 표면에 위치하면서도 표면이 

아니고, 다른 시공과 연결되지만 역시 시공 

자체는 아니다. 그저 이접(離接) 이행(移行)으로 

작동하는 특수체로서 (작용)존재한다. 프리뷰는 

이러한 ‘시간의 함정’에 단적으로 진입하는 

문턱이자 그 자체로 시간적 특질을 띈다.③  

《머리 없는 몸과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들》④ 전시는 이례적으로 프리뷰격인 

《신화身火》⑤와 약간의 시차를 마주하며 동시에 

진행된다. 프리뷰로서《신화身火》는 제시된 

‘시간의 함정(hole)’으로 전시의 시문을 연다.⑥ 

만약 전시의 서사가 선형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시간성격은 결국 재현으로밖에 이해되지 못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재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화를 둘러싼 상상력은 꺼멓고 굳게 

① 이 글에서 ‘시간적 함정’과 ‘시간의 함정’을 

구분하고 있다.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다시피 

‘미리보기’의 시간성격은 분명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시간적 함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전시 프리뷰의 시간구조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적 함정이 

탁월하게 현상하는 것은 시문을 드려다 

본 관객의 시간은 이미 구멍 뚫린 시간, 즉 

시간의 함정에 입문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시간성이라고 부른다. 

② 모순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를 직면하는 

탁월한 인식구조이다.

③ 시간을 시간적이게 하는 것, 즉 시간성은 

구멍의 시간성격이다. 시간성은 이렇듯 기원의 

실재를 전시하는 듯하지만 아이러니한 그 

성격은 재현이 아닌 실재의 발생으로 나아간다. 

④ 「머리 없는 몸과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들」, 2021년 1월 12일-24일, 

N/A갤러리(을지로)

⑤ 「신화」, 2021년 1월 10일-17일, SO, 

ONE갤러리(망원동)

⑥ 《신화身火》는 《머리 없는 몸과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들》라는 실재를 이접이행 

하여 발생의 차원으로 기술한다. 그러므로 

전시에서 신화는 근원성보다 발생이 

문제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리보기’는 

선이해를 위한 단순한 장치가 아니다. 

⑦ 이곳은 시공성이 지니는 긴박한 성격, 지금-

여기의 내밀한 관계성을 표현한다.

될 것이다. 즉, 태초를 다시 발굴하여도 여전히 

굳은 실재를 반복하는 것이고, 시간의 끝자락에 

그려 넣은 역사의 완성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실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태초와 완성은 모두 선형적 

시간이 놓아놓은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 전시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신화’는 비선형적 시간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십창’난 역사의 시간을 다르게 

기획해보는 일이기도 하다.

이 시간성의 지평에서 관건은 기원을 

고고학자처럼 복원해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도굴꾼이 되어 과감하고 거침없이 실재를 

훔쳐내어 ‘전유’하는 것이다. 실재를 발생의 

영역으로 꺼내놓는 도굴질이 사건을 기획하는 

작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태초를 생각할 때조차 중요한 것은 이곳⑦에서의 

태초이며 하늘과 땅이 수렴되는 그 근원성은 

(차이)통일성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비선형적 태초라 부른다. 

역사는 태초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해할 뿐이다. 그렇게 역사와 비선형적 시간은 

서로 지시한다. 이렇듯 프리뷰는 본전시의 

선이해를 돕는 선행적 장치라기보다 ‘전시’의 

닫힌 시간 구조에 구멍을 뚫어 시간을 교통할 수 

있게 하는 문(門)인 것이다.

선형적 시간에서 실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오직 시간의 태초와 그 완성만이 

실재라고 일컫는다. 그 이름 아래 수없이 

구겨진 살들의 역사는 비(非)사건이다. 시간을 

비선형적으로 되돌려놓는 것은 사유의 느긋한 

조망이 아니다. 이는 회귀적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강한 의미에서 재귀적 시간이라 

말하고 싶다. 발생적으로 사유되지 못한 실재의 

역사 아래 구겨지고 찢긴 살점이 되돌아온다. 즉 

‘머리 없는 몸과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 재귀적이다. 그러니 

‘이곳’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을까?

달빛조차 용납할 수 없는 그믐이 진 새벽에 

도굴꾼은 작업을 실행에 옮긴다. 도굴꾼은 

파수꾼과 유지들 눈을 피해 깊이 잠든 밤에서야 

현장에 다다른다. 동이 터 빛이 도달한 이후엔 

사건은 이미 지나갔을 것이다. 빛은 도굴꾼이 

파헤친 흔적, 파수꾼은 사건 이후에야 도달한다. 

역사를 파수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뚫는 것이다.

글: 강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