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노트 

글. 진효숙 

 

이번 전시의 사진 작품들은 그 동안 내게 사진 작업을 의뢰한 건축가들의 작품을 

촬영한 사진과 여행 중 마주친 공간에서 느낀 나의 감각을 담은 사진들이다. 

건축 사진가로서 의뢰 받은 건축물을 처음 만나는 시간, 나는 대상을 보며 상상을 

한다. 지금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진 건축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살게 

될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건물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울리며 살아갈까? 등등. 어떤 느낌으로 그 존재를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끊임 없는 고민은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 계속된다. 

 

새로 지어진 청담동의 가구매장 건물 사진 <1 월의 눈, 청담동>은 건축 사진을 

찍기에는 열악한 날씨를 선택하여 촬영 되었다. 이 장면은 촬영장소의 여건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없었던 아쉬움으로 고민을 하다가 ‘악천후를 활용해 눈 오는 

날 촬영한다면 색다른 모습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다. 

눈이 흩날리는 1 월의 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는 듯한 건축물과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묘한 따뜻함이 전해졌고 그 느낌을 화면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새로운 시간이 스며드는 그 순간>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허름해 

지붕을 제외한 건물의 대부분이 리노베이션 된 체부동의 한옥을 담았다. 나는 처음 

그 공간을 만났을 때의 느낌을 잊지 못한다. 작은 공간, 작은 마당, 작은 하늘. 그 

곳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아늑함, 거실에 앉아서 바라보는 마당과 하늘의 모습에 

언제까지고 그렇게 있어도 좋을 정도로 행복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 숨결이 

불어넣어져 재탄생 한 체부동 한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그곳을 채우는 빛과 

공간의 켜,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한 장의 사진에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싶었다. 

 

체부동의 한옥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재탄생 되었다면 부암동의 윤동주 

문학관은 오래 전 지어졌던 당시의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윤동주 문학관의 개관 기념 행사가 있던 날, 대부분의 사람이 자리를 뜨고 

난 후 늦은 시간에 비로소 천천히 그 공간을 음미할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한 

편의 시와 같은 느낌을 만났고, 이를 놓칠세라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공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는 시선이 오가던 그 순간은 찰나였으나 영원히 남을 

문학처럼 사진으로 남기를 바랬다.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을 때 나는 실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Now, we see>를 촬영한 바로 그 때는 그곳에 있었던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질간질하게 있는 느낌을 보여준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큰 스케일의 공간에 들어섰을 때 위압감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공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놀랍도록 새로운 모습에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그 

안과 밖을 속속들이 보고 알고 싶은 궁금함은 누구에게나 있다. 과거 다른 건축물이 

존재했던 공간에 나타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싶다. 나는 <Now, we see>에 그런 마음과 분위기를 담고자 

했다. 

 
 



이번 사진전에서 Part 2 의 개념으로 전시한 <광주 극장>시리즈는 광주 극장에 대한 

기록 작업이다. SNS 에서 우연히 본 광주극장에 대한 사진을 본 순간 계시를 

받는듯한 강한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건축물을 대하는 태도, 시간 속을 살아가는 

건물의 의미가 잘 드러나있었고 그런 의미를 사진으로 담고 싶은 열망을 불러 

일으켰다.  

과거 낡고 스러져 가는 건축물에 대한 기록 작업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낡고 남루해져 간다. 우리가 입는 옷이 그렇고, 

우리가 쓰는 가구들도 그렇다. 그러나 낡고 남루해져 간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몸에 편하게 어울리고 깊이가 있으며 시간이 담겨 익어가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황폐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몸에 걸치거나 사용하는 작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쓰는 공간이 그렇다.  

단단하게 지어진 건축물도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 짧은 순간을 살다가 소멸해 버릴 수도 

있고 혹은 관심과 보살핌에 따라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여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광주극장은 1935 년에 개관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만큼 많은 사람들의 

흔적과 당시만의 스타일이 남아있다. 극장의 처음 취지를 잊지 않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늘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열려있는 광주 극장은  

새로운 것을 좋은 것으로, 낡은 것은 반드시 새것으로, 과거의 것은 미래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내가 광주 극장을 촬영하며 더욱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가 사는 공간인 건축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낡아져 가는 과정을 피할 수 없으나 애정과 관심으로 사랑하듯 

쓰고, 때로는 몸에 맞추어 가듯 고쳐가며 어루만지면서 생명의 숨결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는다면 얼마든지 그 모습대로 혹은 새로운 모습으로 현재처럼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