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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린 기계의 이미지들은 산업시대의 끝에 대한 이야기일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일까”
- <철의 꿈> 中

AWA R D S

제 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부문 넷팩상 수상
제 15회 로마아시아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최우수다큐멘터리상 수상
제 9회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시아비전 경쟁부문 작가시선상 수상
제 14회 뉴욕현대미술관MOMA 다큐멘터리 포트나잇 공식초청
제 39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시티투시티부문 공식초청
제 50회 시카고국제영화제 다큐페스트부문 공식초청
제 40회 시애틀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공식초청
제 12회 블라디보스톡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공식초청
제 12회 닥리스보아 국제경쟁부문 공식초청
제 9회 파리한국영화제 페이사쥬부문 공식초청
2014 파리자연역사박물관 장루치국제영화제 공식초청
제 24회 홍콩아시아영화제 아시안와이드앵글부문 공식초청
제 1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공식초청
제 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다큐쇼케이스 공식초청
제 11회 서울환경영화제 국제환경영화경쟁부문

REVIEWS
★★★★★
“올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이미지”
- Twitch Film “대담하고도 독창적이고 보기 드문 영화적 기교”
-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한국의 조선소에서 사랑과 신, 고래를 생각하다”
- Hollywood Reporter –

“한국역사를 시적이고 최면에 걸린 듯
유니크한 개인적 관점으로 구성한 수작”
-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아름답게 파고들어가는 카메라,
스타일과 이미지의 빼어난 믹스매치”
- Screen Daily “강렬한 작가적 연출, 이미지의 힘과 도발적인 사운드,
영화적 언어 사이에서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경계를 뛰어넘어버리는 능력”
- Asiatica Filmmediale –
★★★★★

세계를 압도한 매혹적인 시네에세이
베를린, 뉴욕, 토론토, 로마, 파리 등
끝없는 수상행렬과 해외 러브콜로 수상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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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
“승희에게,
날 떠나며 말했지 신을 찾고 싶다고 ...
우린 지금 이제 믿을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인 고래 암각화가 그려져 있는 울산. 나는 이곳에서 오래 전 푸른 바다를 넘실대
던 고래의 꿈을 철의 꿈으로 바꾼 사람들을 만난다. 고래는 언제 어떻게 <철의 꿈>으로 바뀌었던 걸까? 고래
를 닮은 울산 앞바다의 이 거대한 배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온 걸까?

HOT ISSUE
박경근 감독의 ‘철’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철의
꿈>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인 울산 암각화
속 고래 그림과 선박의 비주얼적인 연결고리를
주목했다. 고래가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되기까지
시공간의 흐름을 되짚어 보며 지나간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변화한 신의 존재를 묻는
그로테스크한 작품이다. 떠나간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된 적 없는 현대중공업의 배 만드는
과정을 최초로 담아냈으며, 깊은 바다 속 고래들의
신비로운 모습까지 거대한 이미지가 안겨주는
압도적인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다.
특히 <철의 꿈>은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 권위 있는
뉴욕현대미술관의 공식초청을 통해 한국
다큐멘터리 미학이 업그레이드 된 마스터피스로
평가 받고 있으며, 픽션과 논픽션, 영화와
미술의 경계를 과감히 허문 새로운 연출법으로
선사시대부터 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시공간의 변화를 포착해낸 수작으로 해외언론의
연이은 극찬세례를 받고 있다.

현재 시카고국제영화제에서 공식 초청되어
상영중인 <철의 꿈>은 제15회 로마아시아영화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지 2주 만에 제 9회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작가시선상을 수상,
이후 리스본 닥리스보아국제영화제,
파리한국영화제, 파리 장 루슈 필름 페스티벌,
홍콩아시아영화제 등 세계 각지의 영화제의
러브콜을 받아 경쟁부문 진출 및 공식 초청
예정으로,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ABOUT THE MOVIE
쇠의 연대기, “청계천 메들리”와 그 속편, “철의 꿈”
김웅기 (옵시스아트 대표)

수렵사회의 종언을 알리는 반구대 암각화
청계천 메들리에서 철의 꿈으로
철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사실적 영상으로
보여주었던 “청계천 메들리”에 이어서 “철의 꿈”은
한국산업화를 철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영상이다.
“청계천 메들리”가 청계천 입정동에 자리를 잡은
구멍가게 규모의 공구상점들이 맞이한 최후에
대한 영상이었던 것처럼, “철의 꿈”은 거대한
산업 인프라 스트럭쳐가 구축된 포스코와 현대
중공업으로 상징되었던 한국 산업화의 정점에
대한 영상이다. “청계천 메들리”를 위해 청계천
입정동 공구상 주변을 이 년 이상 헤집고 다니면서
영상을 제작하던 박경근이 엉뚱하게도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고래, 그리고 엄청난 용광로와 거대한
유조선에 관한 이미지들에 사로 잡혀있었다. 이미
물 속에 잠겨 버린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대인들의 고래와 포경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가
사실상 수렵 사회가 끝나고 농경 시대에 들어선
신석기 시대 후반에 새겨졌다는 데 이입된 박경근은
탈산업 사회란 이름으로 각종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가 붙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미 명목상 끝나버렸다고 선언된 산업사회
(Post Industrial Society)를 디지털 카메라로
새기듯이 찍었다.

반구대의 암각화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예술적”
선언이다. 그것은 수렵채집 생활을 끝내고 정주
생활로 들어선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신화화하여 제의적으로 승화한 흔적인 것이다.
수렵에서 정주로의 이동은 인류 문명사에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이동에 필적할
정도로 획기적인 전환이다. 대략 7000년 전쯤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이 암각화는 이미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벗어나서 목축과 농사를 짓고 있던
지금의 울주군 인근에 살던 고대인들이 제작하였을
것이다. 해발 256미터 높이의 거북이 엎드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반구대라고 불리는 이 산자락의
절벽 가운데 3미터 높이와 10미터 너비 안에
각종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 200
여점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생활 상황과
도구의 수준을 미루어 볼 때 이런 정도 규모의
암각화를 절벽 한 가운데 새긴다는 것은 일개
개인의 호사라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공동체
전체의 대규모 공사였을 것이다. 사슴이나 호랑이,
거북이는 물론 고래와 그 고래를 사냥하는 고대인의
모습은 씨족 사회 성립의 기원이나 창세기에
해당하는 전설과 신화로 전승되고 새겨지는 것이다.
한 시기의 시작, 그 사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그 시대의 끝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새로운 현재를 예술적으로 선언하는 철의 꿈

감각을 초월하고 감정을 압도하는 산업 현장

마찬가지로 박경근의 철의 꿈도 새로운 현재에 대한
예술적 선언이다. 수렵에서 정주 사회로 이행처럼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도 좋을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 포스트 산업사회에 대한 모색이다.
90여분이 흘러가는 속에서 영화는 다양한 형태의
종언을 보여준다. 고래의 죽음과 절에서 거행된
천도제는 포스코와 현대 중공업에서 벌어지는 작업
공정과 병치되어 있다. 거대한 제철소와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일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제어되고 통제된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그저 눌러 붙은 것을 매끈하게 떼고, 깎고,
정리하거나 틈새를 메우고 용접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다.
일하는 개인은 모두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작업 현장은 대단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듯 노동자들은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할뿐이다. 자기 일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 각자가 자기 갈 길만 간다. 함께하는
술자리나 저녁도 회식이라는 이름 아래서 진행되는
업무의 연장이다.

반면에 자동화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공정은 거대하고 장엄하다. 포스코 공장인근 부두에
하역된 철광석은 작은 동산을 이루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부두에서 공장까지 그 철광석을
실어 나르며, 집채만한 고로는 그 광석을 녹여
쇳물로 만들고, 그 쇳물이 다양한 공정과정을 거쳐
각종 강판이 되고, 완성된 강판은 다시 거대한
지게차에 의해 작은 건물처럼 차곡차곡 쌓아진다.
축구장 대여섯 배가 넘는 거대한 화물선이
만들어지는 현대중공업의 현장은 그 사이즈
때문에 더욱 더 드라마틱하다. 황량할 정도로 넓은
작업장은 마치 수학적 좌표처럼 분할되어 있고,
거대한 크레인이 엑스 축이나 와이 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배의 외장을 천천히 운반하고
있다. 웬만한 건물 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구조물이
서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 마치 신들의 한 수 같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처럼 숭고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 거대한
움직임 속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개미처럼
하찮고 무의미해 보인다. 인간이 만든 공장에서
벌어지고 작업 공정 과정이 인간의 모습과 대비되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신들의 장기판이나 자연처럼
보이며 우리를 초월적으로 지배하고 시각적으로
압도한다. 우리가 만들어 낸 작업 현장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품을 보면서 그것들에 압도되어
굴복되고 무력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숭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찰리 채플린이 스스로를
기계의 부품처럼 희화화하면서 보여준 노동에서
노동자의 소외현장 같은 장면도 없다. 거대한
기계부품처럼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외부와 되어 마치 장인이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소외된 노동 자체가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박경근 미디어아티스트, 감독
朴慶根
K E LV I N K Y U N G K U N PA R K

Bio
1978년 서울 생.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UCLA)에서 영상과 디자인으로 학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 대학원(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필름과 비디오로 석사(MFA) 학위를
받았다. 한국의 산업화를 화두로 삼아 ‘철’의 이미지를 영상 작업하는 박경근 감독은 첫 장편 <청계천
메들리>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폴란드 바르샤바 영화제, LA국제영화제, 캐나다 핫독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등의 공식 초청을 통해 주목 받은 후, ‘존재론과 산업이 만난 다큐’(Variety)라는 호평을 받았다.
장편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제작한 비디오아트 작품은 일민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 아르코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철’ 연작 이전에도 중편 다큐멘터리 <평화로운 신도시의 초대>를 바탕으로 만든 비디오아트는
2012년 타이페이 비엔날레에 전시하는 등, 영화와 아트, 그리고 미디움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이다.
군인으로서의 이상적 모습을 주관적 시선으로 그린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이다.

Filmography
중편 <평화로운 신도시의 초대> (2005)
장편 <청계천메들리> (2010)

D I REC TO RʼS S TAT EME NT

<철의 꿈 >에서 나는 현대중공업, 포스코 공장을
촬영하면서 느꼈던 “뻑 가는” 느낌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아내려고 했다. 나를 처음 이 작품을
만들도록 이끈 건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이미지들이었다. 절벽에 새겨진 고래 이미지들을
보는 순간, 나에게 현대중공업의 배 이미지가
떠오르고, 배와 고래의 유선형 선들이 겹쳐졌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약 4x8 m 넓이의 고래와
고래잡이, 창, 그물과 같은 도구들, 고래 부르는
나팔수, 무당, 사냥꾼, 각종 동물들 등 의
이미지들이 새겨져 있다. 학자들은 암각화가
제례의식의 일부분으로 쓰였다고 한다. 난 암각화가
바라만 보는 무대 뒤 배경 그림이 아니라, 의식에
참여하는 모두를, 온 마을을 먹여살렸던 고래와
동물들의 세상으로 이끄는 포탈(portal) 로써, 조금
더 물리적이고 촉각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다. 어쩌면 암각화 앞엔 거대한 모닥불이
춤추고 북을 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들은 고래와 동물 이미지들 위에 아른거리지
않았을까? 점 점 빨라지는 북소리에 어울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고래와 동물들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인터엑티브 애니메이션”
처럼, 마치 자신들이 고래와 춤을 추고 있다는, 혹은
자신들이 고래가 됐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말하는 “뻑 가는” 느낌이란 숭고한 느낌이다.
고래에 대한 숭고함이나 성스러운 느낌은 인간이
고래를 “정복”, 즉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획득 한 후에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두려움만으로 고래를 대할 것이다. 격식
있는 제례의식은 희생자를 공동체의 안과 바깥을
구분 짓고 연결하는 성스러운 존재로 만든다.
희생자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한다.
우연히(?) 울산엔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후 남한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는 근대 신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감동적인 제례의식을 찾기는 힘들다. 희생된
노동사는 자주 생략되기 일수고, 동시대에 걸맞은
자생적 격과 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은 비서양과 동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처럼
“근대”가 내재화되지 못 한 채 근대를 넘어서야만
하는 수수께끼 같은 숙제를 떠안고 있다. <철의 꿈>
이 산업시대의 제례의식을 만들어 산업시대의
죽음을 선언하고자 한다.
박경근

MU LT IME D I A A RT
<철의 꿈>은 멀티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로서, 비디오 설치, 사진 오브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전시는
2013년 2월 삼청동의 옵시스 아트에서 선 보인 대구예술발전소, 독일 Haus der Kulturen der Welt 에서 전
시되었으며, 2015년 광주 국립아이사문화전당에 전시 될 예정이다.

“A Dream of Iron”, 3 Channel Video Installation, HD, 30 min. loop, size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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