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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와 빵, 그리고 수원
문지원, 천인옥

  

공감이라는 키워드

영상은 만든 사람의 분위기와 시선이 오롯이 담겨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면 만나지 않아도 이

야기를 나눈 느낌이다. 이야기와 빵의 문지원씨와 천인옥씨는 영상의 색감까지도 닮아 있는 두 사

람이었다.

 두 사람은 25년 지기 친구이다. 문지원씨는 빵을 아주 잘 만들었고 천인옥씨는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었다. 인옥씨는 지나가다 툭 하고 무심히 건네주는 빵만 먹다 보니 ‘촬영하면 좋지 않

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원씨에게 물었다. 

 “빵 만드는 것만 하면 돼.”

답변은 오케이였다. 

 인옥씨는 빵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나는 소리와 이미지에서 힐링을 느낀다고 말했다. 거기에 더

해 옛날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원의 토박

이인 두 사람은 ‘지역 내의 이야기가 빵과 함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미한 상을 잡고 촬영

에 들어갔다. 사실 어떻게 버무려야 하나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한다. 

빵을 정하고 개인적이고 수원의 이야기이면서 모두의 기억일 수도 있는 추억이 소환되었다. 재밌

게도 빵 만드는 과정이 중심에 배치되지만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에 전혀 노력하지 않으니 액자형

식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빵은 회상이 아니다. 아주 사적이지만 그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이라

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가 대화로 이어진다. 빵 만드는 과정은 어느새 의미를 담은 이미지로 새롭

게 다가온다. 

영상을 만드는 행위가 친구와 함께 추억을 쌓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은 보는 사람도 함께 추

억을 공감하길 바랐다.

“굳이 수원에 살지 않더라도 옛날 핫도그 같은 빵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야기와 빵의 중심은 공감이었다.





친구와 함께하다
 

영상에서 대화를 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는 꽤 자연스럽다. 실제로 주제만 정해 놓고 대본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에는 너무 오랜 지기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보단 편안하게 가만가만 있다가 

집으로 가곤 했다는 두 사람이다. 

 과제가 주어지자 이야기가 막 끌려 나왔다고 했다. 평소에 안 물었을 기억들은 내가 몰랐던 친구

를 말해준다. 

 “저는 이 친구가 눈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아빠랑 병원을 갔다가 시장에서. 아빠가 아프면 대가를 

해주잖아요. 같은 수원이지만 다른 공간에 살았으니까.”

지원씨는 나누지 않았던 친구의 이야기를 영상작업으로 만났다. 그리고 빵을 만드는데 최소 3시간

에서 4시간을 규칙적으로 함께 있게 됐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하는 게 없어요.”

평소에 늘 나누던 추억 파먹기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서 오는 과정들을 이해하게 됐다. 편집은 지난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

이라고 지원씨는 생각했다. 인옥씨는 빵 만드는 과정도 4시간가량 걸리는 데 준비시간과 마무리 정

리 작업까지 하는 친구가 피곤하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친구한테 이걸 하자고 한 게 멋진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이거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저 자체

도 움직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빵 만드는 것 자체를 보는 것도 힐링이 되고 사람들이 좀 코로

나도 있고 많이 못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두 친구의 첫 움직임은 성공이다.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영상작업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하고는 싶어요. 단 강압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웃으며 똑똑 크리에이터 같은 장치가 없다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까눌레를 설명했던 겉은 바삭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촉촉한 맛에 놀란 것처럼 오래 두고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진득한 사람 같다는 영상 구절이 생각났다. 두 사람 또한 영상작업으로 까눌레를 맛보지 

않았을까. 까눌레의 달콤한 맛에 이끌려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