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미디어콘텐츠제작지원 우수사례 (4)  

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원픽
황수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밖에 없다

처음 대화는 공교롭게도 마을 미디어 활동이었다. 

“수원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요.”

마을 미디어 활동만 6년째라고 말하는 황수산나씨는 행복해 보였다. 애정이 잔뜩 묻어난 마을미디

어가 어떻게 스며들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지 말했다. 

 “우연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드론을 배우게 됐어요. 자격증도 따고 드론을 날릴 수 있으니 촬영

도 같이 하게 되고요. 촬영을 하면 편집을 해야 되고. 기관에서 노트북, 편집 프로그램을 대여해줘

서 드론 영화제까지 참가했는데 다큐멘터리 부분 금상을 받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를 느꼈던 영상 만들기를 그만 두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그리고 10명이 한 팀이었다. 논의 끝

에 카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편집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 가운데 수원미디어센터를 알게 됐다. 

 “동아리실 지원을 해준다고 우연히 들었는데 그 동아리가 마을미디어 인줄 몰랐죠.”

하지만 강요도 없고 모두가 친절했다. 수산나씨는 ‘서서히 녹아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냥 ‘마을미디

어가 있어’ 정도였다. 자신도 모르게 마을미디어를 하는 곳곳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큰 힘을 느꼈다.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시간과 돈을 쓰게 돼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일하는 걸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 자극도 되

더라고요.”

 우연한 계기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각지 못한 길로 이끌었다. 드론을 하게 되기까지 수산나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강사를 잠시 쉬게 되었다. 주로 입시미술 위주로 바쁘게 

일만 했던 과거가 멈춰서 돌아보니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었다. 

학생들의 공모전을 준비해 주는 입장에서 당사자로 참여하는 순간 다른 활력을 얻게 됐다. 활력과 

의미는 재능 나누기로 빠져들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기부를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행동 밖에 없어요. 재능을 나누는 게 기뻐

요.”

똑똑 크리에이터에 두 해째 참여하는 수산나씨의 영상 또한 그 마음이 오롯이 드러난다. 



 수원 원픽이 된 이유

똑똑 크리에이터에 참여한 콘텐츠를 언뜻 봤을 때는 문화에 관심이 아주 많구나 하고 보게 된다. 

단서는 미술관, 예술가, 동화책, 인문 강연 등이 쭉 나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과 똑같이 원픽

이라고 하는 영상들을 문화로만 엮으면 뭔가 싱겁다. 게다가 올해는 동물권이 주제다. 언뜻 문화에

서 환경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제3의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다. 

지식일 수도 있지만 지식만도 아니었다. 수산나씨는 영상의 의도를 이야기했다.

 “미술관도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고 유명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마을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예술가

들도 많아요. 좋은 작업과 장소들인데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픽이다. ‘내가 찍은 사람과 장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홍보이지만 선한 홍보

였다. 화려하진 않지만 지역 곳곳에는 매력적인 사람과 장소가 너무 많다. 단, 알려지지 않으니 못

내 아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집중한 인터뷰가 많았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프로젝트에 같

이 참여하면서 취재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그 바람은 이루기가 힘들

었다. 그렇다면 왜 동물권일까? 그리고 동물권을 묻기 위한 취재도 있지만 주로 한 장소가 부각된

다. 

 “프리랜서 강사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바로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단지 줌을 개설하

고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뿐인데 우연히 책고집을 소개받았어요. 대표님 취지가 좋아서 랜선 강

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됐는데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이번 해 강연 주제는 동물권이었다. 숨겨진 장소와의 연결은 새로운 앎과 연결됐다. 장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권 또한 함께 공부했다. 사실 수산나씨는 동물을 무서워한다. 어렸을 때 개에 물린 

건지 알 수 없지만 학창시절 목줄이 없는 개가 있으면 학교를 못 갈 정도였다.

 “심리학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동물과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

어요.”

심리치료 이후에 수산나씨는 조금씩 동물은 무서운 존재라는 인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제서

야 조금 벗어나는구나' 할 때 동물권이 냉큼 다가왔다. '왜 내가 동물권을 알아야 하나?' 라는 질문

을 던졌다. 그리고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용기가 솟았다. 현재는 영상을 보

는 사람들과 같이 알아가는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왠지 공감해 줄 수 있

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알면 알수록 편집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동물권은 꾸준히 하고 싶어요. 환경에도 관심이 많이 가

고.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을 주제로 제로웨이스트 예술교육도 할 생각이에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변화시킨다.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간다. 수산나씨

는 똑똑 수원이 아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향 받고 참여하고 그래서 자신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퍼져나가기를 원했다. 수산나씨는 이 모든 시간들을 대만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