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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미지가 일상이 된 현대 사회. 우리의 휴대폰과 컴퓨터 속에는 수많은 인물 사진이 저장돼 있다. 사진이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이라는 물질적 실체와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작가 데이비드 사무엘 스턴은 자신의 작품을 ‘추상과 사실의 사이를 부유하는
사진’이라 칭한다. 그는 데이터화된 이미지를 인화해 물질로서의 성향을 부여하고, 지극히 사실적인 인물 사진을 엮어 추상적인 느낌으로 바꾼다.
■ 노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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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Woven Portraits>는 사진을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오브제로 만들고 싶어 시작한 인물 사진 시리즈
중의 하나다. 사진의 본질적인 특성상 인물
사진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사진에 나는 물리적인 형태를 추가했다. 사진은
한 순간이나 여러 순간을 한 장에 요약해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일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상한 순간을 발견하곤 한다. 이 점은
사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순간이 묘사된 사진. 나 역시 순간을 작업 안에
담고 싶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계기는 사실 꽤나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 먼저 이 작업은 버몬트 주에 위치한
스튜디오 센터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진부한 표현으로 회상하자면 당시 나는
물리적으로 사진을 실타래처럼 짜서 엮는 방법이
꽤나 가치 있는 시도라고 느껴졌다. 현대
사회에서 사진은 디지털 사진과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SNS) 등으로 인해 물질적인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나는 사진을 엮음으로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해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풍경 사진을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장소를 조금 다른 앵글과 다른
시간에 담았고, 이 중 두 장의 이미지를 골랐다.
하지만 완성된 이미지들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 나는 원래 인물 사진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때문에 풍경 사진의 조합에서 실망한 후

인물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인물 사진으로
제작할 때는 가능한 복잡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테스트한 이미지에서 나는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추상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 사이에 위태위태하게 서있는 느낌과
기존의 인물 사진보다 풍부하고 더 깊은 느낌이
바로 그것이다.
작품은 어떻게 제작되나.
먼저 인물을 촬영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간다.
대체로 촬영은 한 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풀프레임 DSLR 카메라를 사용하며, 촬영 시
다양한 앵글과 조명법을 활용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지를 겹쳤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촬영 중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처럼 촬영한 사진 중에서 두 장을
고른다. 특별히 기준은 없다. 단지 좋은 쌍이
될만한 이미지들은 은연 중에 좋은 느낌을
풍긴다. 고른 사진은 불투명한 미국식 피지에
크게 인화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 용지에
인화했으나 불투명한 피지를 통해 드러나는
추상적인 느낌이 좋아 이것으로 바꿨다. 인화한
이미지는 면도칼로 하나는 가로로, 다른 하나는
세로로 각각 자른다. 이를 직접 손으로 엮는데,
미세주걱이라 불리는 작은 도구를 활용했다.
이처럼 엮인 24개의 조각들은 종이 기록물 보수용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된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처음보다는 빠르게 작업하고 있다. 물론 크기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긴 한다. 일반적인 작품보다
크게 만들 때는 촬영부터 작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대략 40시간이 소요된다.

작품 제작에 영향을 준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나는 Tom Friedman과 Tara Donovan, Vik Muniz의
작품에 매력을 느꼈다. 이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아주 단순하지만 거대하고 미스터리하며,
세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최근
나는 서도호 작가의 팬이 됐다. 사진 작품으로는
Abelardo Morell의 카메라 옵스큐라 작업이 정말
좋다. 이미지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며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개한 작가들은 작품을 만들 때 매우 단순한
조각을 활용한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명백한 사물
조각을 재배열해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나 역시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사진을 겹쳐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객관적인 느낌이 담긴 사진을 만들고
싶었다. 그간 우리는 디지털 트릭을 적용한
찌그러진 사진만 보는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디지털을 넘어 사진의 물질성을
살리고 싶었다. 이 같은 노력은 명백하게
간단하고 물질적인 오브제인 <Woven Portraits>로
남았다.
당신의 사진에서 포인트는 어떤 것인가.
보통의 인물 사진은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전달하고 있다. 반면 나의 작품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을 시도하는 일은 항상 흥미롭다.
나는 사람들이 인물 촬영 시 단순한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라 인정하면서도 촬영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일은
단순하면서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많은 모델들이
노력해준 만큼 단순한 이미지 안에서 각 개인이
지닌 복잡함을 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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