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식탁 위 침묵

만 명 중 한 명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각진 식탁 위 포크와 나이프를 양손에 쥔 <안 좋은 일>
과 맞은편에 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눈

천 명 중 한 명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싸움을 하고 있다

백 명 중 한 명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안 좋은 일: 나도 사람이다
열 명 중 한 명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 좋은 일: 나도 사람이다
한 명 중 한 명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릇을 깼다

-오!-

큰 산이 보인다
좋은 작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 좋은 일을 혼자만
이십이 층에서 뛰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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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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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는 방식

버섯이 자란다

나는

믿을 수 있을까

꿈꾼다

냄새가 심해 기억은

두 다리는 현실에서 아등거리는

화장실에서는 일기 쓰지 말자

눈썹

비 오는 날 자동차 헤드라이트

은

비치는

측면에서만 보인다

길지 못할 빗금들

사랑이 식은 자는 옆모습밖에 보여 주지 않으니까

옷 없는 옷걸이

변기 위에서 일기를

밥 먹지 않는 돌멩이

쓰자

구르는

그림을 그리자

대머리

세포 모양의 슬픔

버섯은 죽은 나무와 쓰러진 나무 그루터기에 모여

세포에게 실망하기

자라는데

HEARTLESS BASTARDS

졸각 버섯은 왜

비 오는 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못 듣는 빗금의 비명에

목숨을 끊으려 할까

게 실망하기

버섯 전문가가 아닌 인간이 버섯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

옷 입을 줄 모르는 옷걸이는

버섯은 왠지

버섯의 지하 세계

폭발을 잘할 것 같아

고속 촬영이 희망을 보여 주었다

버섯과

찌그러지는 버섯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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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둥

버섯의 갓을 쓰고 울었다

도서관에 간다. 밖에서 볼 땐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나

발생하고 싶다

들어가면 첨탑이다. 높은 벽은 거대한 스테인드글라스 창

인간의 무성생식은 인간을 구원할까

을 달았다. 너무 큰 창은 벽을 약하게 하며 창은 지나가는

버섯의 갓을 뒤집으면 슬프다

것을 모두 수긍해 버린다는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도서관

일기를 쓰는

사서인 에드몽 자베스는 말한다.

무성적 존재에게도
화장지는 꾸준히 필요할 거야

에드몽이 쓴 글라스의 왼쪽 알에 달린 얇은 줄이 어깨

귓속의 빈방에 갇힌 병균의 고독

까지 드리운다. 이곳은 천장이 아주 높다, 생각하자 책을

버섯은 왜 눈썹이 없나

높이 쌓아야 하니까, 에드몽이 대답한다. 그는 램프의 뚜껑
을 열어 기름을 채운 뒤 촛불을 켠다.

산에 난
잔불을 끄라

서가에는 책만이 있다. 책은 기둥 모양으로 쌓여 있다.

삽으로 흙을 파서

그 주변을 난쟁이들이 서성인다. 난쟁이들은 허리를 굽히고

작은 물을 묻어 주어라

고개를 가로로 비틀어 책의 제목을 살핀다. 책기둥의 가장

얼굴이

아래쪽을 살핀다. 읽고 싶은 책은 늘 기둥의 가장 아래쪽

보이면

에 있다. 나는 읽고 싶은 책을 머릿속으로 떠올린다. 그러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라

자 그 책은 기둥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책기둥들은 어디론가 기울었다. 나는 기울어진 건물을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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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타주

다음과 같이 달리의 일생을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두개골 부근이다

1904년    출생 시도

초현실주의는 불가능하며

1921년    출생 시도

현실이 현실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가능하다

1947년    출생 시도
1952년    출생 시도
1977년    출생 시도

한번 닫힌 관 뚜껑이 다시 열린다면 사람은 세계를 신뢰
할 수 없을 것이다

1989년    사망

달리는 초록색 돌돌이 색연필을 꼭 쥐고 있었다
관 속에서 관 뚜껑 안쪽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하나는 엄지발가락 부근에 적혀 있다

종이를 접어 종이학을 만들 듯
그림자를 접어 학을 만든다
종이를 접어 종이학을 만들 듯
사물을 접어 비유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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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플 땐 돼지 엉덩이를 가져와요

돼지 엉덩이를 봐요. 그것은 연분홍입니다. 그것은 두루
뭉술하고 풍부합니다. 돼지의 엉덩이는 진열장 속 각진 상

그렇담 돼지 꼬리는?

자에 또르르 대열 맞춰 앉은, 알록달록한 마카롱들과는 다

뭔가를 친절하게 사양하는 듯한

른 세계에 속합니다. 돼지 엉덩이는 꿈꾸지 않습니다. 돼지

망가진 마음을 숨기는 듯한

엉덩이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주

변기통 물이 미세하게 술렁이는 듯한

저앉아 우는 엄마가 자꾸 나타나나요? 돼지 엉덩이를 소환

헤매는

하세요. 땀이 잘 나는 반들반들한 연분홍 엉덩이는 누구

돼지 꼬리는

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으며 잘 참는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

몸집 큰 돼지가 땀을 흘리며 푹 푹 잘 때조차

습니다. 새벽 두 시. 만화방. 철없는 반바지를 입은, 집 나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뚱보 아빠는 몸에 비해 비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후

온몸을

루루 쩝쩝 사발면을 먹어요. 만화책 속 주인공은 눈이 크

돌

고 바다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날마다 해가 뜹니다. 주인

돌

공은 정처 없는 밀짚모자를 쓰고 있고 어깨에는 앵무새가

돌

앉아 전체적으로 멍청해 보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땀을 자

말고 있습니다.

주 흘리는 주인공은 친구가 없는데 친구가 많은 척하며 이
것은 만화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돼지 엉덩이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성장 배
경을 묻지도 않습니다. 돼지 엉덩이는 엉 엉 엉 울어지지가
않고 자존심이 없어서 비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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