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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고백합니다만, 오랜 시간 품어온 다큐가 마침내 마무리되어 상영을 

시작한 지난 9월 중순, 기쁨보다는 오히려 아쉬움과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무언가가 손아귀를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정을 짚어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쭉 

그래왔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대로, 인연이 닿는대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가 줄곧 고민해온, 나누고자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힘껏 내보내자고 씩씩하게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4년 전의 선택은 무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그 진심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긴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의 

끝, 다시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 글을 띄웁니다. 꾸준히  다큐 ‘자연농’을 

지켜봐주신 분들께 고개숙여, 손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다큐 ‘자연농’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나갈 저희의 다양한 활동들에도  귀기울여주세요. 

아울러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날들 맞이하시길, 매일매일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농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농  

논밭 풍경을 담은 ‘자연농 엽서책’이 나왔습니다.

* 다큐 파일 다운로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저희가 소개된 기사입니다.

월간 바앤다이닝, 월간 Road,

살림이야기 등에서 인터뷰를

다루었습니다.

4년 전 늦가을의 일입니다. 꾸준히 생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온 

저희는 홍천의 최성현님을 찾아 짧은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몇 번 최성현님의 

논을 찾아 일손을 거든 적은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농에 대해서는 

그저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논밭을 돌아보며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후 자연농에 대해 점점 알아가면서 이 소중한 

이야기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연농 다큐멘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부들을 찾아다니면서 다큐를 만들면 어떨까?” 

뜬금없다 생각했던 패트릭의 제안이 다큐 ‘자연농’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다큐와는 아무 관련도 없던, 기초지식조차 전혀 없던 초보 둘이 겁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필요할 때마다 고마운 인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거들어주었습니다. 취재와 통번역, 음악 편곡 등 거의 모든 

면에 걸쳐 도움의 손길을 얻으며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예상했던 제작기간은 

약 1년 반이었는데, 자연스레 흐름을 따라가다보니 4년이 걸렸고, 올 가을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 내내 마흔 번이 넘는 상영회들을 

열며, 약 1,000명이 넘는 관객들과 만나고 자연농의 철학을 나누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까닭은, '자연농'답게,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대로 과정을 이어왔기 때문인 듯 합니다. 다큐 제작과 함께, 인연이 

닿는 곳, 필요한 곳, 흥미로운 곳으로 가서, 주어지는 몫들을 해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올 여름 일본에서 펼쳤던 'Real Time Food' 프로젝트였지요. 

도시 안에서 사람과 자연을 더욱 가깝게, 보다 건강하게 다시 잇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깃든 지혜를 나누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다큐에서 

전하고픈 메시지와도 꼭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직접 작은 텃밭을 가꿔가며, 

그 밭에서 감각 워크샵, 잎사귀 워크샵, 자연 그림 워크샵 등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샵들은 이후 한국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며 다큐에 담긴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2015

자연과 만나는 워크샵

세상에서 가장 느린 레스토랑

예술을 통해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50차례 넘는 
워크샵과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청년허브에서 열린 '나뭇잎 만다라 만들기' 처럼 40명 

이상 대규모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한 워크샵도 있었고

, 흙과 잎사귀들로 그림을 그리는 '자연 그림 워크샵'은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4~50대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소규모로 이어갔습니다. 다큐에 담긴    

'사람과 자연이 더 가까이, 더 건강하게 이어져야 한다’ 

는 메시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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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의 남서부 공장지대, 
기타카가야에서 여름을 보내며 
'Real Time Food'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6월 초 

주문을 받고, '이제부터 채소들을 심어서 

기릅니다. 그러니 2달 후 다시 찾아주세요.'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약손님들께는 

매주 텃밭의 작물이 자라는 모습과 간단한 

소식들을 메일로 띄웠고, 매주 자연과 함께 

하는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고픈,         
더 많은 가능성을 펼쳐보고픈 
길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공동체 기반 예술 프로젝트와 

더불어, 한 해 동안 일본과 스코틀랜드에서 총 

다섯 번의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8월 한 달을 보낸 오사카의 CASO에서는

'오사카항 나뭇잎 만다라' 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었습니다. 오사카항 지역의 나뭇잎들을 모아, 

3주 동안의 준비 기간에 걸쳐, 마치 명상하듯 

잎사귀 하나씩을 놓아가며 거대한 만다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우리가 가까이 이어져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농에 담긴 
메시지에 공감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을 바탕으로, 저희는 4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유랑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다거나, 

로또에 당첨됐다거나,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연농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널리 나눠야한다고 생각했기에, 

모아뒀던 저축과 4년의 시간을 들여 다큐를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시간을, 저희 둘의, 함께한 사람들의 값진 

노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다큐를 통해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적정한 

만큼 후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인 후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큐를 알려주셔도 좋고, 자원활동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후원해주시는 금액은 저희가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데,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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