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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그 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에 한 통상 인 태도는 기억에 한 
애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이 지워진다는 것, 추억을 망각한다는 것, 혹은 그런 기억을 지우고 
다른 것으로 체한다는 것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일 일 것이다.
각기 다른 작품으로 보아도 이해에 무리는 없으나, 이들을 <메모리즈(Memories)>라는 공통된 제목 아

래 함께 볼 때 체의 문제의식과 작품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 세 편의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 특유의 환상  상과 분 기로 객을 흡입한다. <그녀의 추억

(Magnetic Rose)>에서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  재를 사랑할  모르는 한 여인의 한이 얼마나 괴
일 수 있는가를 통해, 재와 연결되지 못하는 추억이라는 것의 허 를 보여 다. <최취병기(Stink 
Bomb)>에서는  앞의 것에만 집착하는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실문제의 핵심을 악하지 못하는 사회를 
비 한다. < 포의 거리(Cannon Fodder)>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주입된 미래에 한 
꿈의 무의미함을 보여 다. 객은 과거와 재, 미래에 집착하는 각각의 주인공들에게 빨려 들어간다. 이 
세 편의 작품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 주의가 바탕에 짙게 깔려있는 인간사회에 한 의문이며, 
피상 인 과거와 재와 미래에 사로잡  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외된 개인들, 혹은 이들의 의식을 단
시키는 사회이다.

 ■ 중심어 :∣내러티브∣과거∣현재∣미래 시제∣

Abstract

What if the memory is not erased but continues to exist in the head as it was before? The 
typical answer to this question would be summarized as the "love for memory". It is almost 
unbearable that the memory is erased, forgotten or replaced with others.
Even though three episodes may be understood as separate things, they have a different image 

when they are seen under one subject <Memories>.
he three episodes impresses the people with their unique fantastic images and artistic air. In 

the episode of <Magnetic Rose>, we can see a woman who is so much concerned with her past 
memory so that she does not love the present. In this episode, we can realize how much 
destructive the bad past memory gives effect on a woman and how memory can give bad effect 
on a person if that does not connect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work <Stink bomb> criticizes 
the society whichdoes not understand the current problems by depicting a person who is so 
preoccupied with the thing near that person only. <Cannon Fodder> shows that the dream is 
meaningless if people have the future dream without understanding what they really want. 
Theaudience is absorbed to each hero or heroin who is so obsessed wit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hat we can feel from these three works is the doubt about the human society which 
is so much preoccupied with the pessimism and the individuals who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esent because they are so much obsessed with their superficial past, present 
and future as well as the society where they live.

 ■ keyword :∣Narrative∣Past∣Present∣Future T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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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그 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에 한 통상 인 태도는 기억에 한 애착

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기억이 지워진다는 것. 추

억을 망각한다는 것, 혹은 그런 기억을 지우고 다른 것으

로 체한다는 것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일 일 것이다.

Ⅰ. 서 론

1995년 12월 23일 오토모 가츠히로(大友克洋)의 원작

을 바탕으로 한 옴니버스 형태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

품이 제작된다. 이 작품은 원래 OVA로 ‘스튜디오4℃’,

‘매드하우스’등 ‘메모리스 제작 원회’가 제작하려했으

나 반다이社와 쇼치쿠社 배 으로 참여함으로써 극장 

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1][2].

<메모리즈(Memories)>는 '그녀의 추억(Magnetic 

Rose, 모리모토 코지(森本晃司) 감독)', '최취병기

(Stink Bomb, 오카무라 덴사이(岡村天齋) 감독)', ' 포

의 거리(Cannon Fodder, 오토모 가츠히로(大友克洋) 

감독)'이며, 오토모를 포함한 세 명의 감독이 세 편의 

각각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메모리즈> 영화 포스터

이 세 편은 배경이나 인물, 거리, 그림체 등이 모두 

다르니 완 히 독립된 한 작품으로 도 무방하다. 그

러나 이 세 작품의 바탕에는 원작자이자 총감독인 오토

모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즉 각기 다른 

작품으로 보아도 이해에 무리는 없으나 이들을 <메모

리즈>라는 공통된 제목 아래 함께 볼 때 체의 문제의

식과 작품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의 기억들은 <아키라 AIKIRA 

フキラ(1988)>의 경우처럼 오토모의 만화원작에만 갇

있지 않고 후배감독들과의 감각 공유를 통해 선입견

의 벽을 넘을 수 있었다[3]. 오토모는 원작, 각본, 캐릭

터 원안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 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기 컴퓨터 그

래픽 기술의 도입인데, 과도기  실험단계라는 오토모

의 말처럼 작품 곳곳에서 장면연출에 효과  기능을 해

낸다. 상의 정교함과 세심함은 물론 작품 체에 흐

르는 그로데스크도 있다[4][5].

Ⅱ.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분석

제1편 <그녀의 추억(彼女の想いで Magnetic Rose)> ; 

과거 시제의 기억

첫 번째 에피소드 <그녀의 추억>은 ‘메모리즈’라는 

체 제목에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다. 인간의 재가 

과거로 인해 존재할 수 있다고 할 때 추억은 재를 만

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추억은 삶의 부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억에의 지나친 집착이 실을 어떻게 괴할 

수 있는지를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다.

우주의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화물선이 구조요청 신

호를 받아 간 곳엔 폐허가 된 장미 모양의 우주선이 있

다. 그곳에 진입한 두 승무원 ‘하인즈’와 ‘미겔’은 과거

에 집착하는 옛 오페라 여가수 ‘에바’의 기억과 부딪히

며 자신들의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 100 여 년  성

기를 구가하던  ‘에바’는 목을 다치게 되어 가수로서의 

과 사랑하는 약혼자를 동시에 잃게 된다. 그는 자

신을 배반한 약혼자를 죽이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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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그의 기억은 환상으로 우주선에 남는 것이다. 애

인에 한 사랑과 그 사랑의 배신으로 인항 분노가 

기장치를 통해 살아남아 우주선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다. 기억을 원한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는 기억

에서 벗어나려 하는 이들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괴롭힌다.

‘하인즈’와 ‘미겔’에게도 기억하는 상이 있다. 그들

은 각각 기억 속의 여자와 아이에 집착한다. 이러한 그

들의 기억은 ‘에바’의 기억과 뒤섞여 이들을 괴롭힌다. 

특히 ‘하인즈’는 과거 사랑했던 딸아이의 죽음에 한 

기억이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함께 남아있

다. 그의 딸이 지붕에서 떨어질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서도 딸을 구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그의 기억은 

‘에바’의 기억과 합쳐져 딸아이가 살아있던 행복한 때의 

환상을 만든다, 이러한 환상은 그를 추억 속으로 빠지

게 하나 그의 에 결국 보인 것은 죽은 딸아이 다. 결

국 환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실에 한 죄책감을 모두 지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지 까지의 것들이 ‘에바’의 추억

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환상에서 벗

어나려 한다. 그러나 이 때 ‘에바’의 기어린 추억에 

한 갈구가 폭발하여 그를 공격해 온다. 그는 추억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에바’에게

는 추억만이 부이며, 그 추억 이후의 삶은 아무런 의

미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멸로 치닫는 ‘에

바’의 기이한 자기장에 이끌려 우주선은 부서져 버리고 

장미 모양의 로즈의 성도 산산이 흩어진다. 백발의 해

골로 워있는 ‘에바’와 우주공간에 둥둥 떠 있는 ‘하인

즈’ 그 곁에 장미꽃이 흩날린다. 흩날리는 장미는 ‘에바’

의 아름다움과 그의 추억과 ‘하인즈’의 추억이 무상함을 

보여주고 이들의 집착이 헛된 것임을 말해 다[6].

작품 체에 흐르는 푸치니(Puccini, Giacomo)의 오

페라 '나비부인(Madame Butterfly)'의 '어느 개인날 오

후'의 선율 속에서 실과 환상을 오가는 상과 멸

인 결말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홀려 죽음으

로 이끈다는 ‘로 라이의 설’을 연상시킨다. ‘하인즈’

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잡으려 하나 아이가 그의 

몸을 그 로 통과해 떨어져 버리는 장면은 이 작품의 

문제의식을 압축하고 있는 장면으로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다. "추억은 달아나 숨는 장소가 아냐"라는 ‘하인

즈’의 사처럼, 과거는 재로 이어지며 재를 만드는 

것이지, 재와 단 된 채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만의 추억에 집착할 때 그것은 뒤틀

리게 되는 것이다. ‘하인즈’를 통과하는 아이는 재와 

미래를 통하는 과거이며, 실을 일깨워주는 기억이

다. 외부와 단 된 채 재로 이어지지 못하는 추억에 

갇  외롭게 죽어간 ‘에바’는 소외된 인간의 무주체성을 

보여 다. 바로 실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7].

호러 화의 소재  하나가 ‘유령의 집’이라면 <그녀

의 추억>은 그 우주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음산하

고 기괴한 작품이다.

그림 2. <메모리즈> 그녀의 추억

제2편 <최취병기 ( 臭兵器 Stink Bomb)> ; 현재 

시제의 기억

두 번째 에피소드 <최취병기>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코미디'이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샐

러리맨 연구원인 ’타나카 노부오(田中信夫)‘는 감기에 

걸려 생화학무기로 개발된 특수약품을 감기약으로 오

인하고 복용하게 되고, 이 약이 몸에서 독특한 반응을 

일으켜 ’노부오‘의 몸에서는 조 의 냄새만 맡아도 죽게 

되는 유독한 가스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동

료들이 모두 죽어 버린다. 당황한 ’노부오‘는 상부에 보

고를 하고 사고의 원인이 ’노부오‘라는 것을 치채지 

못한 상사는 문제의 약품을 가지고 도쿄로 오라는 지시

를 한다. 이 작품은 발단부터 어이가 없다. 그토록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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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요한 약을 그 게 허술히 취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독은 그  코믹터치의 가벼운 작품

으로 지나칠 수 없게 하는 요소를 여기에서부터 집어넣

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실수로 량의 인명이 살상되

는 것이 실이다. 의 각종 인명사고는 천재보다는 

인재에 의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실이다.

명령에 따라 약품을 가지고 도쿄를 향하는 ’노부오‘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자 사령부는 그제서야 가스의 발

생원이 ’노부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령부는 ’노부

오‘를 지하려 하지만 험을 느낀 ’노부오‘의 몸에서

는 더욱 강력한 가스가 방출되고, ‘노부오’를 막아내려

는 자 의 출동도 화학약품에 의한 ‘ 자펄스막’의 형

성으로 컴퓨터장비가 무력하게 되고, 근 한 군인들마

 죽게 되는 등 도쿄가 험에 빠진다. 결국 이 연구원

은 화학약품을 미군의 도움을 받아, 가스를 차단하는 

우주복을 ’노부오‘에게 입  도쿄 본부까지 호송한다. 

연구원을 후송시킨 미군부 의 의미는 재 일본의 국

방력을 통제하는 미국의 잠재된 권력으로 표 되며 이

는 주일 미군을 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폭력  내정 개입에 한 비난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드디어 고  료들 앞에 

잡  온 ’노부오‘가 자신의 임무-약품을 달해야 한다

는-를 수행하기 해 자랑스  우주복을 벗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도쿄의 모든 상층권력의 지휘자들은 

죽게 된다는 코미디이다[8].

이 작품에서 주인공 ’노부오‘는 한심할 정도로 충직하

고 순진한 소시민의 형이다. 그는 그 모든 사건들이 

자기 자신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의 에는 오직 앞에 보이는 것만이 보일 뿐이다. 사

람이 죽어 있자 놀라고, 상부에서 시키는 로 도쿄로 

가고, 배가 고 면 먹고, 다리가 아 면 오토바이를 탄

다. <그녀의 추억>에서의 ’에바‘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했다면 ’노부오‘는 그때그때 앞에 주

어지는 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여서 군부와 정치가, 심지어 기자들까지 문제

의 근본  해결에의 의지 없이 단편 인 처방안만을 

남발할 뿐이다. 그들은 오직 ’노부오‘를 막아야 한다는 

앞의 문제에 가려 정작 무엇을 해 그를 막아야 하

는지는 잊는다. 군부의 무분별한 폭격으로 인해 도시는 

괴되고, 무책임한 병력투입에서 수많은 죄 없는 군인

이 죽는다. 기자들은 앞의 특종에 미쳐 도움을 요청

하는 ’노부오‘가 가스를 내뿜는 병기인 도 모르고 다

가가다 죽는다. 그들이 보여  용기는 휴머니즘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니라 상업  리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객은 그들을 동정이 아니라 냉소어린 으로 

보게 된다. 애 부터 정부는 제약회사 내에서 은 한 

병기의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야, 그곳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노

부오‘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치 채는 것은 이러

한 무능을 풍자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군부와 

정치가, 언론, 일상에 갇  기계 으로 사는 소시민에 

한 비 은 일 이 <아키라>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발

견되는 오토모의 특징이다. 정치가, 군인 등의 권력집단

들에 한 통쾌한 풍자극이면서 동시에 ‘장사가 되는 

것’ 이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덤벼 는 언론의 속성을 

폭로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의 상에 집착하는 인간

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림으로써 그 상의 장벽 밖

으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비웃는다. 정

작 보아야 할 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 3. <메모리즈> 최취병기

작품을 보다 보면 이상한 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

다. 가스로 인해 각종 첨단 군수 장비들이 모두 제 기능

을 못하고 괴되는 데 비해 ‘노부오’가 타고 가는 고물 

오토바이는 까딱하지 않고 잘만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

은 과학문명을 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분별한 

과학의 발 으로 환경을 괴시키는 인간과 문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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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은 가스로 인해 괴되는 신 가스가 퍼지자 화려

한 색을 자랑하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은 이를 암시

한다[9].

제3편 <대포의 거리(大砲の街 Cannon Fodder)> ; 

미래 시제의 기억

마지막 에피소드는 오토모 자신이 직  감독한 <

포의 거리>이다. 그는 여기에서 감독은 물론 각본, 미

술 감독, 캐릭터 원안까지 직  맡아 매우 독특한 개성

의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 작품은 자연스럽고 개방 인 

그래픽 스타일과 메탈 느낌의 색채 감각으로 종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보기 드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

히 화가 진행되는 22분18  동안을 단 한 컷으로 연

결되는 구성은 작품의 독특한 분 기를 주도하는 상당

히 실험 인 시도 다. < 포의 거리>의 그림체와 색

감은 모노톤을 띤다는 에서 체주의를 비 하며[10] 

마치 2차  군국주의에 사로잡힌 독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다. 이 도시는 어느 시  어느 곳을 배경으로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과거 그러한 시 가 없었다는 

것에 미루어 시즘에 지배되는 미래의 어느 시긴가를 

과거 나치즘에 빗  그렸으며 미래사회의 암울한 시

즘  상황을 과거의 나 즘에 비유하여 과장된 표 으

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의혹만이 가득 차 있는 이 작품에서 구라도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바로 포를 쏴야 한다는 것이

다. 거리의 집집마다 지붕에는 크고 작은 포들이 배

치되어 있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포와 계된 

일을 하고 있다. 남자들은 포를 장 하고 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여자들은 공장에서 포탄을 만든다. 아이들

은 학교에서 포를 잘 만들고 잘 쏘는 법을 배운다. 수

학 시간의 sign과 cosign은 포의 각도를 정확히 맞추

기 한 기술로써의 효용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들이 

공부를 하는 유일한 목 은 훌륭한 포를 만들고 그것

을 잘 조 하고, 잘 쏘기 해서이다. 모든 아이들의 꿈

은 훌륭한 포격수가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일

상이 보이지도 않는 과의 싸움에 맞춰져 있다.

결국 아버지가 포를 장 하던 도  실수로 탄환을 

떨어뜨려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지는 장면은 이를 상

징 으로 표 한다. 마스크에 가려진 다른 사람들의 표

정은 알 수 없다. 군국주의에 따르는 몰 개성화된 인간

들, 소외된 인간의 표 이다. 그러나 마스크가 벗겨진 

아이의 아버지의 얼굴은 잠시나마 이에서 벗어난 한 인

간을 보여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는 공포에 질린 

모습이며, 포가 발사되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

는 억압된 개인이다. 무언지도 모르는 것을 해 강요

되는 실에 지친 나약한 기성세 이다. 아이는 이러한 

아버지와는 다른, 보다 멋진 미래를 꿈꾼다. 그러나 이

상에 한 무목 인 맹종은 실을 가리고, 실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결국 개성을 잃고 반복되는 사회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11].

카메라는 이들의 하루를 집요하게 좇아간다. 한 번도 

끊기지 않는 컷은 반복 이고 지루한 이들의 삶을 효과

으로 표 한다. 이 작품에는 ' 거리'라고 할 만한 것

이 없다. 단지 스 치만 있을 뿐이다. 아침에 일어난 아

이는 훌륭한 장군의 상 앞에서 그와 같은 포격수가 

되기를 꿈꾼다. 아이는 포 쏘는 법을 배우러, 아버지

는 포를 쏘러, 어머니는 포탄을 만들러 각자의 자리

로 간다. TV에서는 온 종일 포를 쏘라는 슬로건이나, 

포를 쏘는 가족의 만화, 포를 쏜 의 소식 등이 

방송된다.

반복되는 일상, 거기에 묻  살아가는 기성세 는 공

포를 느낀다. 계속해서 쏘아 는 포탄이 이상향에 한 

욕구라면, 반복되는 포격은 그 욕망이 실 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기성세 는 이미 실을 알고 있기 때문

에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일상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우리는 도 체 

구랑 싸우고 있는 거 요?", 아버지는 답을 하지 

못한다. 이 도시는 하루 종일 어딘가로 포를 쏘고 있

다. 더 강한 도시가 되기 해. 하지만 구와 싸우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이는 훌륭한 

포격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아

이는 포 자체에는 그리 심이 없다. 아이가 심을 

갖는 것은 단지 멋지게 포 발사 신호를 내리는 사람

이 되는 것이다. 아이는 실에 심이 없고, 시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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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발사를 한 부속품으로 락되어 그 외의 다른 일

은 생각 할 수조차 없다[12].

도시의 한켠에서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인권보호에 

한 시 가 열리지만 내용을 보면 ‘좀더 몸에 좋은’화

약을 쓸 권리가 있다며 외치고, 부랑자들이 있지만, 카

메라는 이들을 무심히 스쳐간다. 아이는 이런 이들에 

당연히 아무런 심도 갖지 않는다. 아이의 에 보이

는 것은 앞으로의 세상, 이상뿐이다. 아이에게는 아버지

의 무기력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은 보이지 않는다. 

실은 주입된 이상향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13].

이 작품의 어 제목인 <Cannon Fodder>는 ‘ 의 

포화에 희생물이 되는 병사들’을 의미한다. 구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것만이 삶인 이 도시

의 모든 시민들은 무차별  시즘에 희생되는 병사들

인 것이다.

그림 4. <메모리즈> 대포의 거리

Ⅲ. 결 론

3-1. 세 가지 시제를 관통하는 몽환세계, 그리고 

     비극

애니메이션에는 실사 화에 비해 환상  내용을 효

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기법들이 

있다. 이 작품의 장 은 바로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특

성을 십분 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편의 에피소

드는 애니메이션 특유의 환상  상과 분 기로 객

을 흡입한다. <그녀의 추억>에서는 과거의 기억에 사

로잡  재를 사랑할  모르는 한 여인의 한이 얼마

나 괴 일 수 있는가를 통해, 재와 연결되지 못하

는 추억이라는 것의 허 를 보여 다. <체취병기>에서

는 앞의 것에만 집착하는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실

문제의 핵심을 악하지 못하는 사회를 비 한다. <

포의 거리>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주입된 미래에 한 꿈의 무의미함을 보여 다. 객은 

과거와 재, 미래에 집착하는 각각의 주인공들에게 빨

려 들어간다. 이 세 편의 작품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

는 것은 비 주의가 바탕에 짙게 깔려있는 인간사회에 

한 의문이며, 피상 인 과거와 재와 미래에 사로잡

 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외된 개인들, 혹은 이들

의 의식을 단 시키는 사회이다[14].

객에게 미지의 몽환세계를 제시함으로써 감독이 

보여주려 는 것은 무엇인가. <메모리즈(Memories)>라

는 비극의 제목에서 의도한 것은 단순히 세 작품의 묶

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이란 분 된 채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

이다. 단 되는 기억 속에서 개인은 소외될 수밖에 없

다. 를 살아가는 우리 한 세계와 시간 속에서 단

된 채 각자의 몽환에 사로잡  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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