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 태양 X : 캐스퍼, 마녀 그리고 물구나무종  

 

 

# 물구나무종 선언  

 

 

하나.  우리의 머리가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 있다면, 물구나무종은 좀 더 겸손한 목격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과업을 하늘과 우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닌 땅과 뿌리로 옮긴다면, 물구나무종은 

발전과 진보의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끊임없이 부유하고 유동하는 자본의 유령에 맞서, 물구나무종은 땅에 몸을 정박하고 땅의 정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오늘, 우리가 사회로부터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한다 해도, 물구나무종은 건강한 개인주의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  이산화탄소의 배출해왔던 과오에서 벗어나, 물구나무종은 산소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산사태와 지진과 해일과 폭풍과 산불로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엉성한 현실에서, 물구나무종은 서로를 

단단히 붙잡는 지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경쟁과 포식과 기생이 아닌, 물구나무종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독립 생명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의미 없이 소비하는 우리의 맨손을 땅에 묶어, 물구나무종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나무의 수동성과 식물의 죽어 있음이 아닌, 물구나무종은 지금 시대에 적합한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적 

수행,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이도 저도 모르겠고, 머리가 복잡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물구나무종은 피의 

순환을 돕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며, 경직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물구나무종은  

하나. 물구나무종은  

하나. 물구나무종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우리가 검은 태양과 함께 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도록, 검은 태양이 극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물구나무종은 돋아나는 새순처럼 부드럽게 서로에게 말을 건넬 수 있지 않을까요?  

 

 

 

 

 

 

 

 



Black Sun X: Casper, Witch, and Handstanderus 

 

 

# The Manifesto of Handstanderus  

 

 

One, with their heads towards the earth, not the sky, handstanderus will be humbler observers, won't 

they? 

One, if Copernicus's revolutionary works are applied to the ground and roots rather than the sky and 

space, handstanderus will feel less burdened with development and advancement, won't they? 

One, against the specter of capital that is endlessly floating and flowing, handstanderus will anchor 

themselves to the ground and feel the spirit of earth, won’t they? 

One, even if handstanderus have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oday’s society, they will eventually lay 

the foundation for healthy individualism, won't they? 

One, handstanderus will help increase oxygen, putting behind our past mistakes of discharging carbon 

dioxide, won’t they?  

One, in a shoddy reality where landslides, earthquakes, tsunami, storms, and fire wipe out everything, 

handstanderus will be a support for holding each other tightly, won’t they? 

One, rather than competitors, predators, and parasites, handstanderus will grow as self-nourishers, 

won’t they? 

One, with their hands tied to the ground, handstanderus will stop unnecessary consumption, won’t 

they? 

One, instead of passivity and death of plants, handstanderus will foster today’s virtues such as active 

engagement, realistic practices, and courage to act, won’t they? 

One, if you can’t grasp a thing, think straight, or breathe properly, handstanderus will at least help 

blood circulation, clear your mind, relax your body and mind, won’t they? 

 

 

One, handstanderus is  

One, handstanderus is  

One, handstanderus is  

 

One, One, One, One, One, One 

 

For us to accept that we had to live with the black sun, for us to admit that we cannot overcome the black 

sun, we, as handstanderus, will be able to talk softly as a new bud, won’t w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