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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곳으로부터 모여든 1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열

세개의 밤과 14개의 낮을 로마에서 머물면서 모두가 함께 기념비적

인 성을 건설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성의 윤곽이 그들 각

자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은 곧 성의 

구성요소로써, 서로 다른 예술적인 가치와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리

고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비범한 기질의 한 개인이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날, 중립주의자Neutralist에게 초대 받은 그들이 모

여 있었다. 그 방문자들은 낯선 어둠속에서 그들을 향해 누군가 걸

어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중립주의자가 파사드 뒤에 서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파사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거대한 철문이 기계음을 내며 살며시 열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에

서인지, 방문자들은 그들이 있어선 안 될 곳에 있는 것처럼 소근 거

리며 살금살금 걸어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밤은 낯

선 이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들어선 건설현장에는 사철나무와 야자

수가 우뚝 솟은 채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웬일인지 먹구름이 

종종 폭풍우를 암시하듯이 그들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날, 민감한 여자SusceptibleI woman는 누군가의 비명

소리로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비명소리를 그리 심각하

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기록하는 자Chronicler는 다른 사람들

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자들은 이 상황을 혼란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해 

보였고, 타인을 인식하지 않는 체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기록

하는 자는 그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할 뿐이었다. 

 

I.(영향을)받기쉬운, 민감한,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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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날, 성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의견

을 교환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내 과묵한 자

Reticent woman는 그녀가 자신을 제외한 이들과는 다른 미래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막 성의 건설

이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그 생각을 조용히 접어두었다. 비록 몇몇

은 대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이다. 그저 어떠한 절차가 있고 그에 따라 성이 지어지고 있다고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과묵한 자Reticent woman는 그녀만큼 

과묵하고 믿을만한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

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 누군가와 사적인 문제를 공유하려는 것

은 아니었다. 그녀에겐 아름다운 순간을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토론이 깊어질수록, 과묵한 

자Reticent woman는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밤과 낮을 구

분하는 것보다 더 모호한 일임을 어렴풋하게나마 감지하고 있었다.

 네 번째 날, 민감한 여자Susceptible woman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말을 입 밖에 내는 누군가의 끊이지 않는 비명소리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큰 새의 울음소리 같으면서, 부주

의한 남자 Heedless man의 비명소리와도 흡사하게 들렸다. 더 이상 

민감한 여자Susceptible woman는 그 끔찍한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곧 그녀는 대체 누가 매일 아침 우악스럽게 비명을 질러대

는지 찾아낼 것을 다짐하고 건설현장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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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기 시작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다가오는 행사가 바로 내

일 저녁에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

로잡을 새로운 장소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그들 모두 이 새로운 건

축물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만 했다.

방관자Onlooker는 다른 이들과의 협동 작업에 관한 경험을 글로 

써 내려가고 있었다.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

의 매력을 최대한 뽐낼 수 있는지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었지만, 방관자Onlooker는 음지에서 조용히 그녀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시간이 점차 흐르자, 방관자Onlooker는 그들 스스로 일

반적인 삶에서 그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때때로 타인들은 방관자Onlooker의 눈앞에서 비 논리적인 행동

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방관자Onlooker는 

담배 한 가치를 즐길 수 있는 조용한 구석만이 필요했다. 담뱃

불을 비벼 끈 후, 방관자Onlooker는 말없이 흙을 쌓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날,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잠재적인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논쟁가Controversialist는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논쟁

가Controversialist는 다음 회의가 있을 때 까지만 그의 생각을 마음

속에 담아두기로 했다. 그동안 어리석은 남자Daft man는 다섯 번째 

날에 열릴 오프닝 쇼에 손님 몇 분을 초대하였다. 새로운 방문객들

중 한 여인은 처음에 초대되었던 무리의 젊은 청년과 사랑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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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 언제나 그러하듯, 사랑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젊

은 두 연인이 취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오프닝 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신호, 걸음걸이, 지켜

보는 방식, 인간의 감정표현,,,논쟁가Controversialist는 아무도 들

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만약 모든 것이 전시된다면, 누가 관객이 되기를 원하겠는가, 

그 누가 이를 기꺼이 하려고 나서겠는가?”

 여섯 번째 날, 건축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 이었다. 민감한

여자Susceptible woman는 성안에서 은밀한 방을 발견하는 것을 상

상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더 이상 끔찍한 비명소리로부터 고통 

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녀는 그녀만

의 사적인 문제를 외부로 꺼내놓았다. 하지만 문제의 흐릿한 윤곽

만을 던져주고 더 이상 자세히 드러내지 않았다. 너무나도 많은 언

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을 때면, 그녀는 종교 이야기에 등장하

는 바벨의 탑을 떠올리곤 했다. 그날 밤, 소문을 좋아하는 자Gossip 

monger는 감정적인 삼각관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소문을 좋아하

는 자Gossip monger는 로마의 거리 한복판에서 고함을 질러대고 악

을 쓰며 그의 운명을 애통해했다. 밤의 논쟁은 새벽까지 끝날 줄 몰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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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날, 중립주의자Neutralist가 지난 밤 공표한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무리 안에서 불거진 의사소통의 문제에 관해 심각

한 토의를 하였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그렇듯이 실현되어 자신

의 위엄을 증명한다. Ego–surferI는 불평의 강 속으로 자신을 던

져버렸고 토의 거리에 관한 그만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듯 보였다. 

마침내 과묵한 자Reticent woman가 입을 뗐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와이어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느

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중 누군가가 비밀지령을 받았을지

도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난 일들을 설명할 수가 있

죠?” 

과묵한 자Reticent woman는 분명 자신들이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

고 생각했다.

 여덟 번째 날, 그 밤은 기지와 풍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들이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치를 잃

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리석은 남자Daft man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난 며칠을 즐겼다. 허나 시기를 놓친 말들이 로마의 밤을 

배회하고 있었다. 

1. 자신의 이름 혹은 정보를 인터넷의 오픈커뮤니티에서 스스로 검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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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 째 날, 덧없는 현상. 민감한 여자Susceptible woman

이 저녁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 그를 위해 요리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녀가 매일 아침마

다 마주해야하는 그 끔찍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감한 여자Susceptible 

woman은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테이블에서 들려

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잔이 쨍하고 부딪히는 소리, 식기가 달그락 거리며 내는 소리, 고

기와 야채요리를 어적어적 씹어 먹는 소리. 그리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 모든 소리들과 함께 그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혹은 그룹을 가로지르며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

기하기 시작했다. 독일어, 한국어, 영어, 이태리어, 불어, 중국어, 

알바니아어, 대만어, 이집트어, 리투아니아어...대화는 물 흐르듯 

끊일 줄 몰랐고 밤새도록 와인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민감한 여

자Susceptible woman은 얼이 빠진 얼굴로 움직이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사람Humane 

person이 뱉은 말 한마디는 어떤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날 

밤, 그들은 보드카에 흠뻑 젖은 채, 테베레 강을 따라 비틀비틀 거

리며 걸어갔다. 

 열 번째 날, 바람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부주의한 남자

Heedless man는 쉬지 않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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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계 없이, 부주의한 남자Heedless man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끊

임없이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왜 그가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

는지 묻지 않았다. 

 열한 번째 날, 몇몇 사람들은 예고없이 건설 현장을 떠나

버렸고 그들의 도망은 남은 이들의 머리와 마음에 분명하게 어두

운 점 하나를 찍어놓았다. 하지만 이후에 누가 로마에서 일어난 일

에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젊음만이 가

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 Self treatment girl을 끝까지 살아남게 할 수 

있었다.

 열두 번째 날, 솔직함 대 허위의 행위. 솔직한 소년Frank 

boy은 망설임 없이 그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떠 맡았었다. 그

러나 그가 모습을 감춘 뒤, 상황은 변해버렸다. 지난날과는 사뭇 다

른 날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만의 건설 방법을 강요하며 기

념비적인 성에 자신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갖다 붙여버렸다. 그 

기념비적인 성이 밤낮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성

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 

 열세 번째 날,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이란 말인가! 건설 현

장 밖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공동체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시위가 일

어났다. 시위자들의 발걸음이 내딛는 곳마다 구경꾼의 시선이 따

라가고 있었으며 성별과 나이를 개의치 않는 시위였다. 15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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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중립주의자Neutralist에게 초대받아 인위적인 장소에서 머

무는 동안 시위자들은 그들 스스로 개방된 공간에 집합하고 있었

다. 분홍색 연기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머리위로 뭉게뭉게 피

어오르고 있었고 악보없는 온갖 악기들에서 터져나온 멜로디가 묘

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 존재하는 연주를 들은 

사람들의 미소 띈 얼굴엔 알수 없는 생기가 돌았다. 

 열네 번째 날, 모스키토 맨Mosquito man은 안타깝게도 다

른 이들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모스키토 맨

Mosquito man은 지나치게 극적인 행동들을 취하였다. 

Theatrics.I 

자기중심적이고 눈치라곤 찾아볼 수 없는 한 남자의 대본 없는 모

노드라마를 연기하듯, 그 자의 연극적인 행위는 장소와 시간을 가

리지 않았다. 무엇이 우리를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 것인가. 

높고 높은 사철나무와 야자수 아래로 기념비적인 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해는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어둠은 이내 사라져

버렸다. 열네 번째의 아침, 기념비적인 성의 형태가 드러났을 땐 오

직 중립주의자Neutralist만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I. 연출법, 연극법, 일부러 꾸민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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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re 15 people and they came from differ 
ent places. They were going to stay 13 nights and 14 days 
in Rome. Everyone knew they were going to build a monu 
mental castle. At the moment, there was the silhouette of the 
castle in their mind. Each of them had the components of the 
castle, which each had different artistic merits and shapes. 
And sure enough, everyone was individual with an extraor 
dinary temperament.



 The first day, they were invited and gathered by 
Neutralist. Those guests could discern a figure coming to 
ward them in the darkness. Neutralist was standing behind 
the façade and saying, 

“You should enter the Façade”. 

The huge iron door opened with an electronic sound. For 
some reasons, all the guests were whispering and slinking as 
if they should not be there. Nevertheless, Rome night ech 
oed with the sounds of strangers. At the construction site, 
lofty evergreen trees and palm trees were looking down them 
and somehow they had a premonition of what a dark cloud 
often foreshadowed a storm.

 The second day, the susceptible woman was open 
her eyes by hearing someone shouted. But at that time, 
the susceptible woman did not take the voice so seriously. 
Chronicler watched others closely. Others were not only 
mystified but also in a state of excitement about where they 
were. They were finding to occupy all beautiful sites. They 
glanced at each others with no sign of recognition one an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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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Chronicler kept on observation what others were doing.

 The third day, they had a first official round table 
to exchange their own opinions on how to build the castle. ㅁ
ㅁ ㅁ ㅁ ㅁA reticent woman was aware that her vision was different 
from others. But the reticent woman pocketed her feelings 
because she knew that they had just started making the base 
of the castle. Even some of them did not see what process 
had been developing, they just believed that building the 
castle was on going through the certain process. In the mean 
time, the reticent woman was detecting someone who was 
reticent as much as she was. But it did not mean that she 
was willing to share some private matters. For her, to share 
beautiful moments with beautiful companions was the best 
of all possibilities. The Reticent woman was vaguely aware 
of to clarify relationship was more abstruse than the confines 
of night and day.

 The fourth day, someone kept on shouting out some 
thing veiled, which made the susceptible woman to awake 
up every morning. The voice sounded like a yelp of a big 
bird and also a scream of the heedless man. The suscep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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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could not stand to hear the horrible voice anymore. 
Thereupon, to uncover that who shouted every morning she 
sneaked around the construction site stealthily. On the other 
side, they perceived an approaching event tomorrow evening, 
the report was about a new place where would become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Everyone should be ready to show 
what they were in charge of at the new construction. Onlook-
er was writing down her experience of working with others. 
Even while most of people were making their effort to appeal, 
onlooker was behind them and kept to her position quietly. As 
the time passed, onlooker was conscious that they estranged 
themselves from ordinary ways of life. Sometimes others had 
irrational behaviors in front of onlooker. Whatever others did, 
however, what onlooker just needed was a quiet corner to en 
joy smoking. After stubbing out a cigarette, onlooker started to 
heap up the dirt quietly.
 
 The fifth day, psychological warfare seemed to get 
invisible. No one wanted potential problems to come to the 
surface. Controversialist knew that exactly. For a while, con 
troversialist kept what he thought in his mind until they were 
going to have another discussion. In the meantime, daft man 
 

Roman Nights



invited some guests to the opening ceremony. The one of 
new guests soaked herself in a love affair with a young man 
amongst them. Love could be everywhere. Everything what 
they were doing was a part of the opening ceremony. For in 
stance, a sign of love, a way of walking and watching, human 
expression… Controversialist talked to himself

 “What if everything could be exhibited, who wants to be 
audience, who can afford to do it?”

 The sixth day, architectural performance was still on 
going. A susceptible woman imagined finding an intimate 
room in the castle. Then she might be relaxed without any 
horrible sounds. Finally, the susceptible woman alluded her 
personal problems but did not go into details. When a lot of 
languages surrounded her, it reminded her the biblical story 
called ‘Tower of Babel’. At night, gossipmonger was caught 
in the middle of emotional triangle. The gossipmonger raised 
his voice and then grieved over his destiny. A night dispute 
was continuing till d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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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venth day, as neutralist announced last night, 
they had a serious discussion about the communication is 
sues within the group. An ominous presentiment always 
turned out true. Ego-surfer threw himself into the rivers of 
complaints and seemed to have his own settlement for issue. 
At last the reticent woman opened her mouth. 

“I could feel somebody pulled the wires from behind the 
scenes. Some of us might receive a secret order otherwise 
things of the past did not make sense”. 

The reticent woman guessed that there might be something 
we missed. 

 The eighth day, the night was full of wit and irony. 
Despite being poor, they still had their sense of humor even 
daft man did as well. They had dinner and enjoyed last few 
days in Rome at a superb restaurant where was full of atmos 
phere. An inopportune remark was floating around the night 
of Rome. 

 The ninth day, transient phenomenon. The susce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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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woman proposed having dinner together and volun 
teered people for cooking service. There was a reason be 
hind it. If they spared some time for dinner and talking each 
other, she might find out the voice which disturbing her in 
the mornings. The susceptible woman tried to follow every 
one’s voices and sounds. 
She could hear the clink of glasses, a clash of dishes, chomp 
sounds of the meat and vegetables and clicked the shutter 
of cameras. Knives and forks gave off metallic sounds. They 
asked each other to pass them plates and spices. With all 
those sounds, they begin to talk in lots of languages with 
tiny each group. German, Korean, English, Italian, French, 
Chinese, Albanian, Taiwanese, Egyptian, Lithuanian… The 
talk flowed on and wine flowed all night. The susceptible 
woman was with a lost expression and following a running 
stream of conversation. Without realizing it, humane person 
said something that hurt another person. They got drunk on 
vodka and staggered along the Tiber river.

 The tenth day, the breeze slacked for a moment. A 
heedless man kept on disappearing and appearing. Irrespec 
tive of circumstance, the heedless man mumbled to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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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s did not ask why he was continuing strange ac 
tions.

 The eleventh day, as a few people left the construc 
tion site, their ㅁ ㅁunannounced decampment left a dark spot in 
everyone’s head and heart apparently. But after a few days, 
who could say ‘I took an objective view of all happenings 
in Rome.’ Self-treatment girl was alive with captivation of 
youthfulness.

 The twelfth day, Frankness versus Pretense. Frank 
boy generally had undertaken mediation amongst them with 
out hesitation. During his absence, the circumstances had 
changed. A bit different from last days. Some people insist 
ed upon their way of constructing and added whatever they 
wanted to the monumental castle. Even the monumental ca 
stle was getting transformed night and day, nobody could see 
the whole changes. 

 The thirteenth day, how coincidence! There was 
demonstration consisted of a numerous society. Beholder’s 
eyes were following wherever they stepped forward. Regard 
less of gender and ages. While they were invited to the art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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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l place by neutralist, they congregated in an open space 
for themselves. Pink smoke was clouded over protesters’ 
head and melody emanated from an assortment of instru  
ments was played with no score. That melody migled in a 

strange style. 

 The fourteenth day, mosquito man was never con 
trary to other’s expectations. Somehow mosquito man had 
overdramatic behaviors. Theatrics. Which will bring us clos 
er to catastrophe. Under the lofty evergreen trees and palm 
trees, there was a shadow of the monumental castle. As the 
sun came up little by little, the shadow disappeared. When 
the form of monumental castle was revealed, only the Neu 
tralist was there quie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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