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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오스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알려주려고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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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LINE
예기치 못한 변화로부터 인생의 아름다움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특별한 도전

SYNOPSIS
사랑하는 아내 루이즈의 남편이자
갓 돌이 지난 오스카의 아빠 닐 플랫.
평범한 30대 건축가였던 그에게 예기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고,
그로 인해 그와 가족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다.
닐은 온몸의 생생한 감각으로
‘화나고 끔찍하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며
아들 오스카를 위한 특별한 도전에 나서는데…
한 남자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생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의 감각’을 일깨우는 감동실화!

REVIEW
감성과 유머 최고의 조합
올해 가장 감동적인 영화 중 하나
The Hollywood Reporter
웃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
The New York Times
놀라울 정도로 웃기고
감동적이지만 결코 신파적이지 않다
Basil Tsiokos
시간, 경험, 운명을 포괄하는 잊을 수 없는 만남
Sight & Sound
희망과 익살이 담긴 진실되고 중요한 영화
RogerEbert.com
놀라울 정도로 살아있고 낙천적이며
진정 영감을 불어넣는 다큐멘터리
IndieWire
인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남자
The Independent
불굴의 정신력에 대한 예찬
Time Out London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영화
ShortList
깊은 감동 속 우스꽝스런 유머와 심오한 아름다움
The Skinny

ABOUT MOVIE 1
한 남자의 상상하기 힘든 유머와 솔직함을 통해
살아 숨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줄 감동 실화!
서른셋의 나이에 일생일대의 불행을 겪게 된 영국 건축가 ‘닐 플랫’의 마지막 나날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
리 영화 <아이 엠 브리딩>. 영화의 시작과 함께 닐은 자신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이는 되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나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이 병은 빠르게 진행되어
2-3 년 안에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불치병이기 때문이다. 끝을 짐작할 수 있는 닐의 현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불과 몇 개월 전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 엠 브리딩>은 시한부 인생을 다룬 지금까지의 영화와는 다른 지점이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유머와 솔직함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닐의 태도는 영화가 신파로 흘러가지
않게 막으며 기존의 ‘울리는 영화’와는 확연한 차이를 만든다. 더불어 닐의 의지로 제작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특별한 도전을 위해 온 가족들과 함께 만든 영화라는 점에서 ‘고통’을 다루는 매체에서 흔
히 직면하는 ‘윤리적인 착취’나 ‘상업적인 관음증’ 논란에서 비껴가고, 이런 점이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이끌
어냈다.
<아이 엠 브리딩>은 루게릭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캠페인 영화도 아니다. 영화는 닐
의 죽음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그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기도 하다. 결이 다른 두 가지 인생의 타임라인
이 닐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닐의 출생부터 발병까지, 그리고 발병부터 죽음까지가 바로 그것이다. 닐이 인
공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현재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이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이 살아온 34 년 인
생을 되돌아본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생활, 아내 루이즈와의 만남과 결혼, 아들 오스카의 첫 크리스
마스 등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인생의 건강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 편의 비디오 다이어리로 흘러
가며 영화는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던진다. 가족들이 촬영한, 기쁨과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는 홈
비디오 영상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특히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아내 루이즈를 향한 닐의 가슴 뭉클한
사랑 고백은 <아이 엠 브리딩>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평범한 남자 닐 플랫의 특별한 이야기는 관객
들에겐 일상의 가치와 살아 숨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일깨울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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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모티브가 된 닐의 블로그
‘조금 화나고 끔찍하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모두의 생의 감각을 일깨울 인생 글귀 퍼레이드!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닐은 가족, 지인 등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근황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The Plattitude’(한국어판 ‘닐의 블로그: 보통의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개설했다. 블로그를 통해 그 특유의
유머와 솔직함으로 자신의 병과 일상에 대해 가감 없이 전하자 닐을 모르던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닐은 블로그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며 스스로 무언가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다.
닐과 루이즈가 졸업한 에든버러예술대학 동문이었던 모라그 맥키넌은 어느 날 닐의 블로그를 접하고 루이
즈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극영화 감독이었던 모라그는 친구 엠마 데이비에게 닐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한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던 엠마는 윤리적인 문제에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하지만 엠마 또한 닐의 블로그를 읽게 되고 닐 특유의 믿을 수 없는 유머와 캐릭터, 그리고 그의 특별한
도전에 감명을 받아 마침내 <아이 엠 브리딩>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든 것에 열중하던 닐은 자신과 가족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두 여성 감독을 초대해
모든 것을 가감 없이 공개한 것은 물론, 영화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제작을 도왔다.
닐과 루이즈가 직접 그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올리며 운영한 블로그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은 물론 영화
의 스타일과 구성, 나아가 연출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좀 더 창의적인 접근을 고민하던 두 여성
감독이 닐의 블로그에 담긴 그의 문장들을 영화에 이용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100 여 편에 이르는 글은 7 개월 동안 닐과 루이즈가 그들이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파하는 플
랫폼의 기능은 물론 그런 그들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
행했다. 닐은 그의 블로그 첫 번째 포스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조금 화나고 끔찍
하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 이는 영화 <아이 엠 브리딩>의 또 다른 소개이기도 하다.

ABOUT MOVIE 3
두 여성 감독 X 두 여성 프로듀서의 창의적 협업
전 세계 30 여개 영화제 초청 및 수상에 이은
54 개국 360 회 이상 자발적 릴레이 상영!
<아이 엠 브리딩>은 극영화를 만들어온 모라그 맥키넌과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엠
마 데이비, 두 여성 감독의 공동 연출로 제작한 작품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업해왔
던 두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 했던 닐의 도전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프로듀서 소냐 헨리치에 이어 덴마크 다큐멘터리를 이끄는 베테랑 프로듀서 시그리드 디에키애르가 합류
하며 영국-덴마크 공동 프로젝트로 발전했으며, 영국 밴드 ‘프릿지(Fridge’)의 멤버이자 톰 요크 등과 작업
하기도 했던 ‘포텟(Four Tet)’의 추상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음악이 더해졌다. 특히 <액트 오브 킬링> <더 헌
트> 등에 참여하며 선댄스영화제 편집상 등 다수의 편집상 수상은 물론, 아카데미 시상식 편집상에 노미
네이트 됐던 야누스 얀센이 편집 컨설턴트로 참여해 모든 감정이 몰아치는 마지막 15 분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완성된 <아이 엠 브리딩>은 ‘다큐멘터리의 칸 영화제’라 불리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북미 최대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핫독스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에든버러
국제영화제, 트루폴스영화제 등 전 세계 30 개 이상의 영화제에 초청됐다. 또한 2013 년 영국 아카데미 시
상식 스코틀랜드 감독상, 리버런국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미국 개봉
과 함께 뉴욕타임스, 할리우드리포터, 인디와이어 등 현지 언론의 호평도 이어졌다.
2013 년 6 월 21 일 <아이 엠 브리딩>은 전 세계 35 개국 200 개 이상의 공간에서 동시에 상영됐다. 매년
6 월 21 일은 ‘세계 루게릭병의 날’로 이날 상영은 세계 곳곳에서 닐의 도전에 영감을 받은 이들의 자발적
인 움직임으로 이뤄졌고, 극장은 물론 관공서, 학교, 교회, 레스토랑에서부터 개별 가정, 심지어 택시 안에
서도 상영됐다. 이후 아이스버킷챌린지와 같은 자발적 릴레이 상영은 지금까지 54 개국에서 꾸준히 계속되
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닐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끝에는 치료제가 있어요. 저는 기적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전할 기회를 드리면서,
좀 더 오래 사는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닐의 블로그’ 중 -

BEHIND NOTE

“아직 어린 제 아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아이는 이걸 못 보게 되길 바라요.”
닐 플랫은 루게릭병에 걸린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연구 개발
을 위한 더 많은 기금이 모이게 되고, 나아가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다. <아이
엠 브리딩>은 그런 닐의 특별한 소원을 담아 영화 제작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닐과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영화다. 이것은 유머와 솔직함으로 병에 맞선 닐의 놀라운 용기와 의지, 그리고 아들 오스카에 대한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 영화 중반 오스카를 위한 특별한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하는 닐의 가족사가 드러나
는 순간은 강력한 감정적 한 방을 던지는 영화의 전환점이 된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에 카메라를 들이는 것에 대해 가족의 거부감은 없었다. 닐의 병간호를 위해서는 집
안에 최소 두 명 이상의 성인이 필요했고, 밤낮으로 간병인을 비롯해 가족, 친구들이 드나들었기에 가족의
프라이버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루게릭병의 또 다른 현실이다. 닐의 아내 루이
즈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루이즈와 닐 부부
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명료하게 답변한 예가 블로그에 있다. “일상을 영위하기도 힘든데, 마주
하기 힘든 현실을 담는 영화 촬영이 감정적으로 고되지 않으냐”는 질문에 루이즈는 “내 대답은 대개 사람
들이 예상하는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운을 뗀 후, “닐과 나에게 따로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경험”이라며 “우리가 결코 나누지 않았을지도 모를 감정들에 대해 촬영을 통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EIL’S DISEASE
‘현대의 마지막 불치병’이라 불리는 병
루게릭병이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또는 MND: Motor Neuron Disease)은 1830년 벨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으며, 1874년 프랑스의 신경 병리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에 의해 ALS로 명명되었다.
ALS는 질환명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근육위축, 근력약화, 섬유속성연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신경계 병변이다. ALS에서는 대뇌 및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원 질환’으로도 불리며, 1930년대 이 질병을 앓았던 야구 선수 이름에 기원하여 ‘루게릭(Lou
Gehrig)병’으로도 불린다.
병태생리적으로 ALS에서는 중추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됨으로써 근육들이 운동신경의 자극에 대해
적절한 운동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반면 신체에 분포된 감각신경, 자율신경 등은 거의 침범되지
않으므로 임상적으로 감각이상 또는 자율신경 장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출처: 한국루게릭병협회]

“이 병의 문제는 감각은 전혀 무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할 뿐이고 모든 감각은 그대로 느껴요.”
-

<아이 엠 브리딩> 중 닐 -

DIRECTORS’ STATEMENT

곤란한 상황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그 한 예다.
<아이 엠 브리딩>은 닐 스스로에 의해 시작됐다. 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의 루게릭병 경험에
대해 나누고 소통하길 원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블로그에 꾸준히 증가하는 독자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원했다. 단지 이것 자체가 영화를 만들 이유는 아니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닐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삶의 이러한 단계를 촬영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딜레마와 질문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시간의 구성을 짜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우리가 닐의 블로그에 있는 그의 문장들을 이용해 꺼
져가는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재치 있고 인간적이며 한계가 없는 그의 마음과 상상력을 이야기하기 시작
하자 어떻게 영화를 구성할지가 분명해졌다. 우리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닐의 경험과 그 본성을 여전
히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과제로 정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좋은 친구이자 협력자였던 닐이 이 영화를 ‘승인’하길 바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길 간절히 원했다.

DIRECTORS
감독｜ 엠마 데이비

실험적인 연극과 공연을 올린 경험을 통해 ‘공동작업’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엠마 데이비는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과 윤리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해왔다. 피터 메틀러와 함께 인간이
동물과 조우하며 경험하는 특별한 감각을 표현한 영화 <비커밍 애니멀>은 2019년 서울환경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초청되었으며, 유럽 및 북미 방송사와 함께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그리어슨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현재 에든버러예술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르치며 국제
다큐멘터리 워크숍과 세미나에 멘토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Filmography]

BECOMING ANIMAL (2018), I AM BREATHING (2013),
WHAT AGE CAN YOU START BEING AN ARTIST? (2004),
GIGHA: BUYING OUR ISLAND (2002), FLIGHT (2000)

감독｜ 모라그 맥키넌
강렬한 단편영화를 연출해온 모라그 맥키넌은 에든버러국제영화제 최우수 단편영화상 등 전 세계 16개
상을 휩쓴 <집>, 시카고국제영화제서 최우수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생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고,
장편 데뷔작 <당나귀>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스코틀랜드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다수의 TV 시리즈를
연출하기도 한 그는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Filmography]

TEACUP TRAVELS (2017), THE LIST (2014),
I AM BREATHING (2013), DONKEYS (2010),
THE INNOCENCE PROJECT (2006), BURIED (2003),
NICE GUY EDDIE (2002), BIRTHDAY (2000),
COMEDY LAB (1999), HOME (1998)

INTERVIEW

Q. <아이 엠 브리딩>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모라그 맥키넌: 닐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다. 가족, 지인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였고, 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였기도 했다. 그는 신문에 기고하고 TV 인터뷰를 하는 등
뭔가를 하고 싶어 했다. 그 블로그는 우리에게 그의 필요를 일깨워줬고, 우리는 논의를 시작했다.

Q. 영화에 무엇을 포함할지, 포함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동의를 해야 했나?
엠마 데이비: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큰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 몰랐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만의
방식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실 나 스스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확신이 없었다.
적어도 루게릭병 협회를 위한 단편영화를 만들 순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닐의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이 차츰 우리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는 닐과 그의 아내 루이즈와 촬영에 대해 얘기했다. 닐은 이것을 캠페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했다.
그가 우리에게 루게릭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단지 말로 뭔가를 전달하기보다 그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를 대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촬영한다면 영화가 더욱 힘이 생길 것이라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러자 닐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인공호흡기를 촬영하는 것이었다.
인공호흡기는 닐의 호흡을 조절했고, 닐은 이것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었다. 닐은 돌아서서 말했다. “아,
그래, 이거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호흡기 소리와 함께 영화를 시작해야 하고, 영화 내내 그 소리는
계속되어야 해요. 제 인생의 사운드트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땐 그 소리를 멈춰야 제가
없어진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
모라그: 닐은 우리를 어떤 시점에 불러 그가 씻겨지고 옷 입혀지는 것,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촬영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이건 너무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분명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엇이든 열어놓고 있었다.

Q. 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나?
엠마: 두 가지 이유로 소형 HD 카메라를 사용했다. 우리는 예산이 없었다. 또한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날 것 같은 느낌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 닐의 가족 스스로도 상당한 분량을 촬영했는데, 이것은
훨씬 더 사적이고 섬세한 장면들이었고 이는 이야기에 합쳐졌다.
모라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숨이 막히고 마지막 블로그를 받아쓰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닐의 결정이었다. 우리는 닐 가족의 사적인 공간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촬영하기로 한 닐의 결심은 매우 컸다.
엠마: 닐의 의견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우리에게 놀랄만한 개방성을
제공했다. 그들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협력자였다. 마지막을 향할 때, 닐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닐의 블로그 내레이션을 한 것은 닐의 동생이었다.

Q. 촬영이 실제로 닐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엠마: 그렇게 생각한다. 루이즈는 어떤 사람들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가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담에 대해 어떻게 대했는지 물었다고 했다. 거기에 그녀는 단지 오스카와 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그 대답에 대한 증인이 있는 걸 환영했다.
사람들은 다큐멘터리가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점은 때때로 ‘주고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닐이 세상을 떠난 날에 촬영하러 갔다. 우리는 닐이 숨을 거둔 거의 직후에 집으로
들어갔고, 루이즈는 우리를 방으로 끌어들여 그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영화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지만, 루이즈에겐 그런 나눔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라그: 닐이 세상을 떠났을 때쯤에야 나는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닐이
자신이 겪어온 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돕는 일부분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영화는 마치 그런 닐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EPILOGUE

“지난 추억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제 생각이 옳았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시간을 생각 없이 보내지 마세요.”

1974-2009
닐 플랫을 추모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