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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1막 Heungkuk life Bldg. 

Dim in. 

 

리셉션 데스크에 O와 K가 치마를 입고 앉
아 있다. 

 

R이 입장한다.  R은 작년에도 이곳에 방문
했다며 보안관 D에게 말을 건다. 

  

(Sound) 

회사의 홍보팀에게 말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테지만 빌딩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곳을 매일같이 만지는 W가 그들을 본
다.  

  

Dim out. 

 

(Pause) 

 

R과 카메라를 든 Q가 건물 안으로 입장한
다. 

R은 가짜 대리석 기둥을 들고 다니고 Q가 
R을 찍는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L이 그들에게 다가온
다. (상체를 크게 부풀리고 미간을 찌푸린
다) 

 

R은 당황하지 않는다. (상냥한 미소와 부탁
의 어조로)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놓
았으며, 이 일은 섹스 산업 회사에서 허한 
일이라고 한다. Q가 그 모습을 찍는다. 그
리고 당신과 함께 사진을 찍으라는 명령이 

있다고 말한다.  

(Flash) 

 

L은 쑥쓰럽고 민망한 듯 웃으며 그럼 같이 
찍자고 한다.  

 

R과 Q는 자동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 이동
한다. 

 

Dim out. 

 

 

2막 Concordion 

Dim in. 

 

B가 입장한다.  

빌딩의 리셉션 데스크로 향한다.  

자리에 앉아 있던 M은 바로 자리에서 일
어난다.  

  

B 저는 빌딩의 아름다움을 쫓아 그 표면
을 수집하고 하늘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M 이곳은 원칙적으로 빌딩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이유라면… 

  

B 아 엄청 규모가 큰 촬영은 아니에요. ... 

  

M 네, 단 한 컷이라도 안 되도록 저희도 
지시 받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사유재산이고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척 까다롭거든요.  

  

B 아, 네. 그렇죠.. 아쉽네요. 저기 저 계단 
아래에서 한 장면만 찍으면 참 좋을 것 같
아요.  

  

M 이 건물이 유독 아름답긴 하죠? 전체 
유리로 되어있고.. 사실 그래서 보안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평일에 와서 보안팀에게 이야기하면 여기 
관리소장 미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와
서 이야기해보세요. 그 관리소장이 여기 
입주사 전체 관리 회사의 직속이라, 그 사
람 허가가 필요하니까요.  

  

B 아 그렇군요. 그 분께 말씀드리면 가능
할까요?  

  

M 그 분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런 사람



은 아니거든요. 절차상 필요한 것이니까... 
엄청 큰 촬영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야
기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
요.  

  

B 제가 내일 못 올 수도 있어서요... 

  

M 그 인터넷 들어가면 전화번호 알 수 있
지 않나? 관리 임직원 전화번호 있지 않아
요? (핸드폰으로 찾아본다) 아, 연락이 안 
되게 돼있네.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전화
통화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전화 받
기가 싫은가 봐요. (허허) 여기가 원래 금
호 아시아나 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뀌면서 
좀 더 복잡해졌어요. 부동산 임대업이죠. 
입주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아요… 잠시만이요. (그가 무언가를 포스
트잇에 적는다)  

자, 여기요. 이분한테 연락해보세요. 서미주
씨라고 이분이 여기 직원인데 이분한테 물
어보시면 될 거예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B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Pause)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B는 그곳에서 리본을 풀어 리셉션 데스크
를 감싸 묶는다.  

 

(Choru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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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 out. 

 

 

3막 Cresendo 

Dim in. 

  

이곳은 완전히 닫혀있다.  

건물 앞에서 플래쉬를 터트리며 사진을 찍
는다. 

 

그곳에 있던 LM, X가 나와서 저지시킨다. 

 

R이 저항하며 이 리본을 잡고 같이 사진
을 찍으라고 했다며 우긴다. 

LM은 X에게 네가 같이 사진 찍으라고 시

킨다. 

 

Dim out. 

 

 

4막 현대해상 

Dim in. 

  

V가 입장한다. 

 

Q 무슨 일이시죠? 

  

V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섹스 회사
들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회사와 그 빌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곳 로비도 섹스 회사
답게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요. 

  

Q 아 네. 여기 이 그림이요?  찍으셔도 돼
요. 여기 열 체크...  

  

V 네, 여기 걸려 있는 이 그림도 멋지고 
바닥과 기둥도 멋지고요... 제가 오늘은 미
리 말씀 드리러 왔고, 다음주에 찍을 거예
요. 혹시 선생님께서 다음주에도 계시나
요?  

  

Q 저는 다음주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
기 로비는 그 보안 관계 없이 사람들이 왔
다갔다하는 곳이라, 사진 찍는 거 전혀 문
제 안돼요. 다음주에 계시는 분께도 말씀
하시면 될 거예요.  

  

V 제가 다음주에 와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혹시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 전달해주실 수 
있을까요?  

  

Q 네. 그러지요. 다음주에 와서도 그냥 찍
으셔도 돼요. 

  

V 네. 감사합니다. 

  

V 퇴장.  

 

Q가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말한다. 저 사
람이 미술 전공하고 작품 만드는 사람인
데....  

(Fade out) 

 

Dim out. 

 

(Pause) 

 

Dim in. (spotlight) 

 

Q와 SJ가 함께 차렷 자세로 서 있다. 그들
이 말한다. 

 

Q, SJ (합창) 이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
으십니다. 특히 이곳을 찍는 것은 보안법
에 걸립니다. 잘못했다가는 저희가 일자리
를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죄송합
니다.  

 

Dim out. (spotlight) 

 

H가 로비에 혼자 서 있다. H는 로비의 벽
을 만진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핸드폰 벨이 울린다.  

 

(놀라며) 

H 네, 여보세요. 

 

(Sound) SJ 네, 엊그제 제 전화번호 전달
받으셨죠? SJ 입니다. 현대해상 로비에서 
저번에 한번 뵈었고요.  

그 촬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전무 I님께서 사진 찍기를 허가하라고 하
셨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의 섹스 산업용이
라고 하신 게 맞죠? 실은 사진 찍는 게 별
게 아닌데, 워낙 조심하다보니까요. 이상한
데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모쪼록 섹스 컴 
홍보에 잘 쓰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융
자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
신다고 하셨어요. 좋은 기회니까 잘 생각
해보세요. 빌딩은 당연히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지요. 

 

H 네, 감사합니다.  

 

Dim out. 

 

 

5막 K-Twin Tower 

  

Dim in. 

  

R은 건물의 기둥과 문을 리본으로 묶고, 
벽에 반짝이는 별 스티커를 붙인다.  

(기둥에 기대어 선다) 

(Flash) 

 



Dim out. 

 

 

6막 Leema Bldg. 

Dim in. 

  

J와 A가 리셉션 데스크에서 이야기를 나눈
다. 

J는 A에게 이곳을 만지고 주무르고 리본으
로 포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본
다. 

  

A 네, 그럼요 됩니다. 몇 분 정도 만지고 
주무르실 건가요? (친절한 미소와 함께) 

  

J 네, 시간은 느낌에 따라… 그런데 제가 오
늘 하려고한 것은 아니고 다음주에 와서 
하고 사진도 찍을 예정인데요, 그날도 
계시나요?  

  

A 아.. 그렇군요. 다음주 일요일에 저는 없
습니다.  

  

J 그럼 다음주 일요일에 와서 하면 되는 
거죠?  

  

A 아니요. 다음 주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안 되는 
문제는 아닌데, 보안관들마다 처세가 다르
기도 하고요. 평일에 한번 이마 산업 4층 
사무실에 가셔서 여쭤보시고 하면 아무래
도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냥 사진 찍는 거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J 평일에도 안 계시고요?  

      

A 네. 저는 없습니다. 평일에 이 데스크에
는 여자애들이 앉아있고 문 앞에 보안관들 
있을 거예요. (친절한 미소) 

 

(Flash) 

 

J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m out. 

 

 

7막 D-Tower 

Dim in. 

 

오전 10시 반 경 건물 입구로 검은 중형차
가 들어온다.  

K가 차에서 내려서 건물 입구로 걸어온다. 
건물 출입문은 닫혀있고 얇은 금색 테이프
를 두르고 있다.  

 

(Choru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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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테이프를 
천천히 떼어내 뭉쳐서 사무실 테이블에 놓
고 심심할 때마다 가지고 논다. 

Dim out. 

 

 

8막 Centropolis 

Dim in. 

(사람이 없는 거리, 빌딩 로비, 조금 지친듯
한 R과 Q) 

이곳은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큰 계단이 지상로비
와 2층 로비를 이어준다. 

R은 수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R은 S.E.X. Co.,에서 발행한 지폐와 전단지
를 뿌리고 도망갔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
는 것이다. 

 

그날 그것을 치운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에 
R은 현기증이 난다. 

곧 반갑고 뭉클한 마음이 복받친다. 그는 
로비의 중앙에 가만히 앉아 높은 천고를 
바라보며 눕고 데굴데굴 굴러서 분위기 있
는 잿빛의 대리석 벽에 가 닿는다. 

 

Q가 R을 찍는다. 

(Flash) 

R은 리본을 풀어헤쳐 뛰어다닌다. R의 과
장된 제스쳐 때문에 Q와 R은 크게 웃는
다. 

 

(Choru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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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을 즐기고 그들은 2층 로비로 가서 U
에게 묻는다. 

R 이곳 로비가 참 아름다워요. 제가 이 로
비를 사진으로 간직해도 될까요?  

 

U 아니요. 불가합니다. 

 

(Choru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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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 out. 

 

9막 Samsung Jongro Tower 

Dim in. 

H, I, W (합창) 이곳 역시 S.E.X. Co.,로서 아
주 오래된 곳이에요. 

(10회 반복) 

 

그곳을 지키던 T가 갑자기 나타난다. 

T 이미 우리가 여기 다 찜했는데 시끄럽
게 뭐하는 짓이에요! 

T가 그들을 내쫓는다. 

그들은 검정색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서 창
문을 내리고 실례했다고 사과한다. 

 

Dim out. 

 

 

10막 Eulji Twin Square 

Dim in. 

(로비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리스, 각종 
장식을 준비 중이다) 

 

사람이 없는 무척 넓은 빌딩이라 G와 S는 
신이 났다.  

G와 S는 로비에서 뛰어 다녔다. 

밤이 되었다. 

S는 G에게 별과 자기가 아는 좋은 세계로
의 초대장을 주고 싶다고 받아주겠냐고 물
어본다. 

G (머뭇거리다가 눈을 감은 채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니. 

 

Dim out. 

 

 

 

 

 

 

 

 



 

 

 

 

 

 

 

 

 

 

 

Chapter 2 

 

1막  

Dim in. 

E가 로비에 입장한다. E는 건물의 카페에 
갔다가 화장실을 사용한다.  

이곳 화장실 세면대는 반투명한 유리 상판
을 썼다. 자줏빛의 꽃이 꽂힌 작은 화병이 
놓여있다.  

E가 이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다.  

E는 화장실 안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
곳에 자신이 만든 가짜 화병과 액자를 가
져다 두기로 마음 먹는다.  

 

E 아주 완벽해. 

 

Dim out. 

 

 

2막 

Dim in. 

 

U가 제작한 샘플 화병과 샘플 액자를 가
져온다 

여기에 두었다가 저기에 두었다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한다. 

그곳을 청소하는 H가 들어온다. 

  

H 오, 이곳과 아주 잘 어울리는 군요.. 여
기에 영원히 두세요. 

U 좋습니다. 

H 치울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시고요. 여
기에 둔 이상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U 네. 

 

U (독백) 내가 이곳을 아주 잘 이용했구만. 

(악랄한 웃음) 

  

(Choru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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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 out. 

 

 

3막 

Dim in. 

낮게 울리는 로고 사운드, 꺼지지 않은 조
명, 장식, 부품과 자재, 아무도 없는 로비. 
영원히 아무도 오지 않는다.  

Dim 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