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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루비 ( 3살, 갈색 푸들 ) · 블루 ( 5살, 하얀 말티즈 )  

윤이 ( 29살, 루비와 함께 사는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 ) · 료스케 ( 29살, 블루와 함께 사는 머리카락이 긴 사람 ) 

1 # 옥상 

윤이와 료스케가 옥상에 서 있다. 

윤이와 료스케는 오래전부터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리고 싶었다.  

루비와 블루와 함께 산책하던 그들은 불현듯,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았다. 윤이와 료스케는 기다리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뛰어내리기를. 

료스케    ( 윤이에게 곁눈질을 한다. 먼저 뛰어내리라는 듯이. ) 

윤이        ( 턱으로 옥상 아래를 가리킨다. 먼저 뛰어내리라는 듯이. )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다가 함께 뛰어내리는 데 실패한다. 

윤이       ( 주먹을 쥔 손을 높이 든다.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듯이. )  

료스케   ( 알았다는 듯이 주먹을 쥔 손을 높이 든다. ) 

   

윤이와 료스케는 옥상에서 누가 먼저 뛰어내릴지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가위바위보 하기 직전의 그 자세로 한참을 가만히 있는다. 



두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내기를.  

그래서 동시에 내는 데 실패한다. 

료스케가 가위바위보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블루가 료스케의 손을 벗어난다.  

윤이의 손에 긴장이 풀린 사이, 루비도 윤이의 손을 벗어난다.  

루비와 블루가 옥상을 벗어나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윤이와 료스케는 루비와 블루를 따라 옥상을 벗어난다. 

  

2 # 길거리 ~ 놀이터 

윤이와 료스케는 루비와 블루를 잡기 위해 길거리를 달린다. 계속 달린다.  

여섯 블럭을 지나고 나서야 윤이와 료스케는 루비와 블루와 만난다. 

( 윤이와 료스케가 달리는 동안 무대는 길거리에서 놀이터로 바뀐다. ) 

윤이와 료스케가 루비와 블루를 따라 멈춘 곳은 시소 앞.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쪽 시소 위에 돌멩이가 가득 쌓여있다. 윤이와 료스케는 궁금해한다.  

저 많은 돌 중에 어떤 돌이 가장 먼저 저곳에 있었을까.  

머릿속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는 두 사람.  

먼저 답을 찾고 싶으나, 답을 찾지 못한다. 

루비와 블루가 돌무더기 주변을 맴돌며 계속 냄새를 맡는다.  

그때 루비가 시소 위로 올라간다. 돌멩이 하나를 발로 툭툭 굴리며 기울어진 쪽의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돌이 중력을 거슬러 위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3 # 공원 

윤이와 류스케는 산책을 마저 하기로 한다. 루비와 블루와 함께 걷는다. 

 무대를 자유롭게 가로지르며 걷는 두 사람과 두 마리의 개. 

( 그들이 걷는 동안 풍경은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변해간다.  

무대는 놀이터에서 공원으로 변해간다. 윤이는 계절에 한번, 루비와 블루를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는다.  

그리고 찍을 때마다 벽에 사진을 붙인다. 윤이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세 번 찍고 나면, 겨울. ) 

료스케의 생일이다. 윤이가 료스케의 생일을 축하하며 비눗방울을 불고 있다.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윤이에게 료스케가 다가가 손을 내민다. 선물을 달라고. 



3 - 1 # 아이슬란드의 공원 ( 윤이의 회상 ) 

( 무대에는 루비와 블루와 료스케가 없이 윤이만 있다. 하늘에서 비눗방울이 내리고 있다. ) 

윤이가 아이슬란드의 공원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눈사람이 완성되었다.  

손바닥에 눈사람을 올려놓는다. 이 눈사람을 료스케에게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무대가 다시 좀 전의 공원으로 바뀌면서 눈사람이 순식간에 녹아내린다. 

3 - 2 # 공원 

양손에 차가운 물을 간신히 가두고 있는 윤이. 윤이는 두 손을 료스케에게 내민다. 

료스케의 발 위로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인 료스케는, 윤이에게 눈을 던지기 위해 바닥의 

눈을 뭉친다. 윤이도 따라서 바닥의 눈을 뭉친다. 눈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두 사람. 

루비와 블루는 눈밭 위에서 뛰어놀고 있다. 

윤이       ( 턱으로 료스케의 손을 가리킨다. 먼저 던지라는 듯이 )  

료스케   ( 손가락으로 윤이를 가리키고 자신을 가리킨다. 자신에게 먼저 던지라는 듯이. ) 

상대방이 먼저 던지기를 기다리느라 눈을 던지지 못하는 두 사람.  

한참을 놀던 루비와 블루가 공원 밖으로 빠져나간다. 

루비와 블루를 따라 공원을 빠져 나가는 윤이와 료스케. 

4 # 각자의 방 

윤이와 료스케, 의자에 앉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방 한켠에서 쉬고 있는 루비와 블루. 

료스케 

겨울이 가기 전에 꼭 뛰어내리자. 

윤이 

그래. 먼저 뛰어내린 사람을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주자. 

먼저 뛰어내린 사람은 그렇게 물이 되어 아이슬란드의 눈사람이 되고,  

먼저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은 아이슬란드에 가서 눈사람을 만들자.  

누가 먼저 할래? 



두 사람은 눈사람을 만드는 일과 눈사람이 되는 일에 실패한다. 동시에 해야 하는데…. 

5 # 공항 

( 윤이와 료스케, 자세는 그대로.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료스케 

어쨌든, 아이슬란드에 가야 하는 거네.  

누가 먼저 아이슬란드에 갈래? 

윤이 

네가 먼저 가. 

료스케 

아니야, 네가 먼저 가. 

두 사람은 티켓 없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다. 

두 사람 중 누구도 탑승하지 않았는데  

먼저 떠나는 비행기를  

그보다 먼저 상상해버리면서. 

윤이와 료스케가 문자메시지를 하는 동안, 시야에서 사라진 루비와 블루. 

윤이와 료스케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 루비와 블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윤이와 료스케, 무대에서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