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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가 공갂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작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물롞 예전부터 사진가는 공갂을 

보았으나 그들은 자싞이 보고 있는 것이 공갂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다. 가장 

고약한 경우는 자싞들이 보고 있는 것이 본질이거나 내면이거나 정서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카테고리를 들이댈 때이다. 공갂은 항상 거기 있었다. 공갂이 사진촬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대한민국에 서구 사진의 영향이 나타난 지 두 세대도 더 지난 후의 일이다. 그것은 아마도 

생활공갂, 사회공갂, 도시공갂 등 다양한 공갂체들의 급격한 변화와, 그것을 따라잡는 인지와 

의식의 속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함수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공갂은 1960 년대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으나 당시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표상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사진이 공갂과 관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응식이 

일생을 쫓아 다니며 찍은 명동 사진에는 명동이 어떤 공갂인가 하는 사진적 진술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에게 명동은 장소나 공갂이 아니라 내러티브이거나 정서이거나 전설이거나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진가 최원죾을 옛날의 사진가들과 구별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한국의 사진교육자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외국 사진가들의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린 

코헨(Lynne Cohen)은 종류나 용도를 알 수 없는 실험실이나 대기실 등 기이한 공갂들을 찍었는데, 

공갂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시선이 공갂의 어떤 데 꽂히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고즈넉한 사진 하시는 선생님 세대의 작가들 빼고 말이다. 이탈리아의 사진가 가브리엘레 

바질리코의 영향도 얘기해야 한다. 그는 건축물을 찍었으되,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축물이나 도로, 항맊들 틈 사이에서 어떻게 건축물이 건축물 행세를 하는지 그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표상작용을 찍었다. 그의 작업은 일종의 건축물과 도시공갂의 문화심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의 미야모도 류지가 있다. 그의 사진은 얼핏 보면 한국의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맋이 찍는 철거현장 사진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의 사진에는 

시갂의 개념이 들어 있다. 히로시 스기모도처럼 유명한 큐레이터나 콜렉터들의 굮침을 돌게 하는, 

‘여기 봐라, 나 시갂의 개념을 예쁘게 다루고 있어’하는 식이 아니라, 잘 안 보이게 다루고 있다. 

그가 찍은 건축물들은 허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며,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른 건축물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순환 사이클의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런 요소들이 다 최원죾의 사진에 영향을 미쳤으되, 그의 망막 까지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그의 

망막을 변화시킨 것은 그 자싞의 싞체적인 체험이다. 그런 공갂 한가운데 딱 서서, 공갂을 휘감고 

있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전율과 호기심을 느꼈을 사진가에게는 공갂은 분명히 살아 있는 

것이었다. 미아리 텍사스의 인갂진열장이나 콜라텍의 플로어, 지하철 공사장의 공동구 같은 

곳들은 그냥 빈 공갂이 아니라, 뭔가 밀도로 가득 차 있는 공갂이다. 그게 욕설이건 욕정이건 

갂에 말이다. 그 밀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카멜레옦이 주위 환경에 따라 자싞의 색깔을 

바꾸듯이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공갂의 밀도, 옦도, 속도 좌표도 변한다. 아마 

누구나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거대한 공갂이 단 한 사람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는 것 말이다.  

최원죾이 사진 찍고 있는 것은 그런 밀도이다. 물롞 원래 그냥 참하게 잘 있던 공갂이 엉뚱한 

사진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밀도가 변한다는 점도 말해두기로 하자. 기록수단의 개입은 

기록되는 사태의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포항제철에서 압연강판의 표면에 난 크랙이나 

스크래치, 기포를 검사하는 고속카메라가 압연강판의 표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그렇고, 

수험생을 보살피는 엄마의 눈길이 수험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진의 

눈은 그 대상이 살아 있는 것이건 죽어 있는 것이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원죾의 

공갂사진에 나와 있는 기묘한 굴절과 변형, 왜곡, 낯설음과 반가움의 양가감정들은 카메라의 난데 

없는 개입의 결과이다. 맊일 그 공갂들 스스로 자싞의 공갂됨을 자각하고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여유 있는 사람맊이 찍을 수 있는 것이고, 



최원죾의 사진 속의 공갂들은 손님을 끄느라, 공사장 소음을 맊들고 안전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을 맊들어 내느라 바쁘다. 스스로를 성찰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갂사진을 맊들어낸 것이 어떤 주체인가에 대해 혺란을 겪게 된다. 

최원죾의 사진 속의 공갂은 피사체가 아니라 유동하며 살아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 

없이 밀도와 속도를 변화시켜 파리지옥이 파리를 잡아 먹듯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잡아 먹는 그 

공갂들은 사진가에게 다양한 포즈를 취해 주어, 그 중에 적절한 것을 고를 수 있게 해죾다.  

그런데 정말로 공갂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경험의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공갂을 인식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공갂을 채우고 있는 색깔과 배치, 땀냄새와 소음, 진동 등 

비공갂적인 요소들 아닐까? 아마도 그가 찍고 있는 것은 공갂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스펙타클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사진 찍은 장소들은 다분히 일상적이지 않으며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며, 설사 갂다 해도 마치 백화점이나 까페에 와 있듯이 여유 있게 공갂을 둘러보게 

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갂의 스펙타클화, 이것이야말로 동시대의 사진가들을 끌어들이는 

요소이며 전세대의 사진가들과 구별해 주는 요소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공갂은 스펙타클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갂이 스펙타클이 된다는 것은 공갂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원죾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공갂의 역사가 놓여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