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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사진은 공간의 조직 체계라는 차원에서 이

해되어야만 한다. 그 공간을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

게 변형되었는지를 묻지 않으면 풍경 사진의 의

미를 알 수 없다. -J. B. Jackson-1)

1) 리처드 볼턴, 『의미의 경쟁』 (김우룡 역), 서울, 눈빛, 2001,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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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작업의 배경과 문제 제기

모든 풍경(風景) 이미지는, 경치를 그린 풍경화든 경치를 찍은 풍경 사진이

든, “시간을 좇아 땅에 반영된 인간의 가치와 행동을 기록한 것”2)이다. 인간은

그의 가장 중요한 생존 환경인 땅이라는 공간적 조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

단히 변화시켜 왔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땅의 변화는 인간 육안의 볼

거리, 눈요깃감이 되었고 또한 풍경 이미지의 그릴거리, 찍을거리가 되었다. 풍

경이란 그 자체가 자연성으로부터 인공성으로의 변화 양상을 두루 아우르고 있

기 때문에, 모든 풍경 이미지는 이러한 문화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풍경’과 ‘문화’와의 불가분의 양상은 풍경이라는 한자어가 잘 말해 주고 있

다. 바람[風]과 해(햇빛)[景]의 합성어인 ‘풍경(風景)’이란 단어는 먼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景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풍경이란 단어는 바람[風]이 상

징하는 순간성과 변화성, 그리고 해[景]가 상징하는 시간성과 시대성을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풍경은 지표(地表) 위의 풍경을 특징짓는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것, 즉 ‘경관(景觀)’이란 의미를 갖고, 그것은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나뉜

다. 풍경이란 단어는 이처럼 항구적인 자연성과 가변적인 문화성이라는 두 상

이한 대척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영어의 ‘landscape’ 역시 ‘풍경’과 ‘문화’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landscape’

는 ‘경치, 풍경(scenery)’이라는 전통적, 자연 친화적인 의미로부터 ‘조경술, 도시

2) 리처드 볼턴, 『의미의 경쟁』 (김우룡 역), 서울, 눈빛, 2001, p. 160.



- 2 -

계획 사업’ 혹은 ‘녹화(綠化)하다, (조경술로) 미화하다’라는 근대적, 인공 친화

적인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풍경 이미지는 처녀지인 ‘자연

(Nature)’으로부터 경작지인 ‘문화(Culture)’로의 ‘땅(Land)’의 변형의 역사를 기

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풍경의 문화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풍경 사진(landscape photog-

raphy)에 대한 이해나 촬영은 좀더 쉬워진다. “풍경 이미지는 그것이 고상하건

아름답건 장대하건 세속적이건 간에 문화적 가계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취사선택되고 구성된 하나의 텍스트였다”3)는 데보라 브라이트(Deborah Bright)

의 탁견대로, 풍경 사진 역시 작가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문화적 가계도인 것

이다.

따라서 오늘날 후기 산업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 사진에 목가적,

음풍농월(吟風弄月)적, 자연 친화적인 시각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시대

착오적인 것이 되거나 현실 도피적인 것이 되고 만다.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

만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의 ‘땅’, 그 거대 공간의 실상을 올바로 포착할 때

진정한 풍경 사진이 된다는 믿음으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Commercial

Landscapes)≫은 시작한다.

사람들은 후기 산업 사회를 탈산업화 사회라 말한다. 자본주의 소비 사회라

이른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는 가시적 물품에 대한 소비에서부터 비

가시적인 탈물질화된 소비로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여가’와 같은

탈물질화된 상품은 이 지구촌의 자연 환경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놓

았다. 관광 산업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이 되었고, 지구상에는 수

많은 국립 공원과 놀이 공원, 레저 스포츠 시설물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 경관

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증식력에 비례하여 지구촌 곳곳의 ‘땅’은 자본의 ‘보

3)『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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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오늘도 파괴되어 조직되고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파행적인 근대화, 성급했던 산업

화와 마찬가지로 질서 없고 두서 없는 인공화로 인하여 협소한 지형 속에서 오

히려 허술한 부조화, 소졸(疏拙)한 불안정의 모습까지 연출해 내는 인공 경관이

작금의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화, 상업화되

어 소비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땅’의 문화적 현실을 올곧게 반영하는 데에 바

로 이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자리하고자 한다.

우리 ‘땅’의 문화적 현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당연히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현실, 사회와 문화를 기록하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 문화 풍조를 주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

은 문화에 내재된 의미와 구조를 밝혀내어, 오늘날 여가 문화 공간과 한국적

풍경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러나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의 기록을 통한

시대와 문화에 대한 발언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현실 제시라는 반영적 기

능과 예술 사진으로서의 정서적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한다. ≪상업 공간

과 자연 풍경≫은 문학에서 말하는 당의정(糖衣錠)4) 설처럼, 다큐멘터리 사진

이 빠지기 쉬운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폭로를 미적 고려로 대치함으로써

여러 사진적 형식들을 고려한 자기 표현으로 승화되고자 한다.

물론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 간의 경계가 소멸되고 있는 현상은 최근

유럽 현대 사진의 주목한 만한 특징이다. 특히 독일의 베허 스쿨(Becher

4) 당의정설(糖衣錠說)은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Lucretius)가 제시하였다. 문학은 겉에

설탕을 발라놓은 당의정처럼 겉은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속에는 교훈적

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견해다. 즉 문학은 교훈적인 내용을 독자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달콤한 정서로 감싼 것이라는 견해로, 교훈설과 쾌락설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

고 종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절충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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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의 사진가들은 객관적인 다큐멘터리 형식과 개념적인 사진 태도를 통하

여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 간의 경계를 허물며 유형학적(Typology) 방

식을 그들 특유의 ‘독일적인’ 사진 양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록과 예술의 장르적 경계를 허무는 사진 양식은 명백히 워커 에반

스(Walker Evans)의 사진적 유산이다. 에반스는 당시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장

큰 조류였던 ‘사회적 다큐멘터리(Social Documentary)’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

라는 장르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사진 고유의 아카이브(archive)적인 특성에 문

학적인 표현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자료적이고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리얼리티

를 바탕으로 주관적이고 서정적이며 시적(詩的)인 다큐멘터리를 독창적으로 개

척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과학과 예술의 사생아인 사진은 그 출생의 비운으로 인하여

기록과 표현, 현실과 허구, 객관과 주관이라는 두 사진적 소명의 운명에서 갈등

하고 고뇌하여 왔다. 그 동안 160여 년 사진의 역사에는 사진 태생의 본질적

임무에 더 충실하고자 하는 기록 사진도 있었고, 사진가의 순수한 미학적 욕구

를 앞세운 예술 사진도 있었다.

반면에 에반스 이후의 많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이러한 리얼리티

(reality)와 일루젼(illusion) 두 반목하는 사진적 소명을 초월해 왔다. 자신의 예

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사진가로서의 사회적 임무에 복무하기 위해 기록과 예술

의 경계를 무너뜨려 왔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 역시 기록과 예술의 경

계를 넘어선 사회와 시대에 대한 발언으로 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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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연구 범위와 구성

이 논문은 본론에서 먼저,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내용이 되는 여가

문화 공간과 한국적 풍경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

과 소비는 똑같은 과정임을 인식하고, ‘여가’와 같은 비가시적 상품도 자본주의

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소비의 대상이 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된 자리에 국립 공원과 놀이 공원, 레저 스포츠 시설물 등

의 인공 문화 상품, 상업화된 여가 산업 공간이 들어선 이 시대의 ‘땅’, 한국적

풍경의 현주소를 찾으면서, 자본주의 소비 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형식적 특성들을 짚어볼 것이다. 공

시적으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문

화를 주시한 동시대 사진가 마틴 파(Martin Parr)와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Andreas Gursky)의 사진 내용과 형식적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그들 작업과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차이점들을 대조함으로써,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염두에 두었던 사진의 특성, 그 고유한 개성을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장르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통시적으로, 기록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선 다큐멘터리 사진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워커 에반스가 물려준 전통이 오늘날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어떻

게 계승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출발점

과 지향점 역시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 기록적 측면의 사회적 책무와 더불어

정서적 측면의 미적 감흥을 두루 아우르는 데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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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가 문화 공간과 한국적 풍경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카메라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서술적 도구가

된다는 믿음으로 출발한 풍경 사진이다. 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땅’이라는 거대 공간이, 소유되어 조직되고 변형되

어 소비되는 실상을 올바로 포착하고자, 한국 특유의 문화가 투영된 상업화된

풍경, 산업화된 지형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로서의 풍경 사진이다.

그러므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아름

다운 자연 속에 들어앉게 된 골프장, 스키장, 눈썰매장, 수영장, 사격장, 낚시터,

자동차 극장, 공연 무대, 객석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료화된 레저 스포츠 인

공 시설물 등을 촬영하였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이러한 여가 산업

공간들을 통하여, 자연이 고가의 상품이 되어 버린 오늘날 자연의 풍조를, 풍경

이 호객을 나서고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이 시대 풍경의 양식을 기록하였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 작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산업

화된 지형, 상업화된 풍경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우선 레저 스포츠 인공 시설물

들의 자료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때로는 골프 연습장

이나 활공장(滑空場)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골프장, 스키

장, 눈썰매장, 수영장 등을 만나는 대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촬영 과정에서 만난 전국에 산재한 여가 산업 공간들의 다수와 다양

함은 실로 소비 사회의 위세를 말해 주고 있었다. 제법 큰 규모의 리조트나 골

프장, 스키장에서부터 지방자치제로 인하여 군·면 단위로 개발해 놓은 소규모

의 자연 휴양림이나 활터, 개인 소유의 눈썰매장, 수영장, 낚시터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나고 때로는 무분별하기까지 한 레저 시설물들은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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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실상을 말해 주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풍경의 상업화 현상은 산업 혁명 이후 서구 사회의 문명관이 전

세계 문명의 흐름을 주도해 온 결과이다. 창세기(1:28)의 ‘정복하라(subdue)’나 혹

은 ‘다스리라(rule over)’라는 유태-기독교인의 신념 속에서, 서구인들은 자연 자

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며 과학 기술의 발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르네상스의 개인주의는 실험 과학과 자유 기업을 도래하게 하여, 자연이

권력과 부(富)를 위한 투쟁의 장(場)이 되게 하였다.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아는 것이 힘’이라는 선언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으로 실용 과학

과 도구적 이성의 신조가 되었다. 이처럼 지식이 자연을 지배한 결과 자연은 대결

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이윤 동기가 산업 자본주의의 근본 사상이 되었다. 발

전, 진보, 성장을 지상 목표로 삼아온 근대 이후, 자연은 자연 경관으로서의 원래

형색을 잃고 소비 문화 시대의 문화 인공 경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 인공 경관 속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레저 열풍은 소비 풍조를 야

기하고, 이러한 소비 문화는 다른 가시적 상품 소비와 마찬가지로 후기 산업화

사회가 의도하는 소비화 과정의 중요한 상업상의 전략이 된다. 19세기의 산업 혁

명이 생산 영역에서 일어난 생산력의 합리화 과정이었다면 20세기의 상업 혁명

은 소비 영역에서 일어난 소비력의 사회화 과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

인구를 산업 노동력으로 훈련시킨 것이 19세기 산업화 과정이라 한다면 산업 노

동자를 소비의 주체로 훈련시킨 것이 바로 20세기 소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 생산은 대중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계화, 자동화, 계수화,

표준화되고 대량 소비는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직화, 사회화, 양식화, 의

례화된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는 생산력과 그 통제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동일

한 과정”5)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노동자와 소비

5)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0,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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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동일한 사회 관계의 결과로, 대중의 대량 소비 사회는 후기 산업화 시대

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소비 사회에서는 시간도 소비의 대상이 된다. 눈

에 보이는 물질 상품이 아니라 기호 형태를 취하여 탈물질화된 ‘여가’ 상품의 생

산과 판매는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의 중심 동인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노동

후의 놀이가 다시 노동력으로 환원되거나, 놀이 자체가 훌륭한 문화 상품이 되기

때문에 ‘여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존속을 설명해 주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가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자유 시간이 아니고,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비노동 시간의 조직화”6)라고 프리스(Frith) 역시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여가 시간은 노동 분업의 한 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비 시간으로

재규정되어 노동 시간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Karl Max)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역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평하며, 그것을 자본의 ‘전제적 강

탈(tyrannical usurpation)’이라 비난하였다.

“노동자의 여가 시간은 (a) 그들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b) 노동 계

급의 재생산을 확보하고, (c)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 통합된 시장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노동 계급은 자본가

의 명령에 따라 착취되고 계발되는 단순한 생산력으로 취급될 뿐이

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유로이 쓸 수

없다. 그 시간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 잉여 가치를 퍼 올리는 수단으

로 전환된다.”7)

소비 시장이 소비자의 필요를 넘어 이윤의 축적이라는 절대적 원리에 따르

6) 크리스 로제크, 『자본주의와 여가이론』 (김문겸 역), 서울, 일신사, 2000, p. 163.

7)『앞의 책』,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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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여가 산업 역시 여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 음악, 비디오, TV, 라디오, 잡지, 서적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대중 매체의 영역과 관광 사업, 케이터링(catering)8) 산업, 스포츠, 옥외

레크리에이션 등의 영역에 걸쳐 있는 여가 산업은 엄격한 시장 원리, 상업 논

리로 여가 활동을 조직화한다.

브레이버만(Braverman)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윤 축

적을 목적으로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식회사 제도는 (……) 모든 오락과 ‘스포츠’의 수단을 자본 확대를

위한 생산 과정으로 변형시켰다. 자본은 너무나도 기업심이 왕성해

서, 심지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사적인 활동과 아마추어 또는

‘전위적인’ 혁신을 통해 자연, 스포츠, 예술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려

고 노력하는 곳에서조차 이들 활동을 가능한 한 급속히 시장 속으로

포섭해 낸다.”9)

브레이버만의 지적대로 ‘자연’이 시장 속으로 포섭된 것은 자본의 왕성한 기

업 정신 덕택이었다. ‘자연’은 상업적 이윤과 연대함으로써 자본 확대를 위한

생산 과정의 한 영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풍요한 사

회’가 등장하자 산업화 과정에서의 대중들은 증대된 가처분 소득 및 자유 시간

을 누리게 된다.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 중심의 생활로 변화하면서 국가의

시간 편성이 노동에서 여가로 재분배된다.

자유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철도,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운송 수단의

발달과 함께 확산된 여행과 휴식에의 욕구는 이 지구촌의 ‘자연’ 환경을 하나의

8) 케이터링(catering)이란 연회 기내식 따위의 요식 조달업, 출장 연회업이나 그 음식을 말

한다.

9)『앞의 책』,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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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소비의 시대에서 관광 산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연’ 속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레저 열

풍은 국가와 대기업의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자연’을 트렌디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하여 관광 산업이 더욱

성장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도외시해서는 안 될 한 가지 문제는, 유명 국립 공원이나 놀이

공원 등의 트렌디 상품을 모조한 지구상의 수많은 여가 산업 공간들이 그 증식

력에 비례한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조급하고 거칠게 ‘자연’을 파괴해 왔다는

점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인공’의 반의어인 ‘자연’이 인위적으로 손질되지 않으

면 사람의 눈길과 발길을 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때 도시화를

위해 난폭하게 파괴되었던 ‘자연’은 이제 더욱 더 ‘자연다운 인공’ 경관으로 거듭

나기 위한 붕괴의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경제 논리에 종속된 ‘자연’이 인간을

그의 소비 능력에 의해 차별화하고 제가 챙긴 이윤의 가치만큼 스스로를 계급

화하고 권력화하고 서열화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늘날 ‘자연’이

고부가가치의 소비재가 되어, 자본주의의 총아로, 소비 사회의 충복으로 떠오르

게 된 데서 기인한다.

물론 이 땅의 지형이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리기 전, 자연은 대우주요, 인간

은 그 속에서 물아일체(物我一體)하고 안빈낙도(安貧樂道)하여 왔다. 부(富)와

권력과 신분을 초월하여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자연은 무상으로 열려 있었

다. 조물주의 몫이라면 모를까, 자연의 소유주를 인간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시장 자본주의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간 태초의 푸른 정신인 안

빈낙도를 몸소 가르쳐 왔던 자연은 오히려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

의 지배를 받는다. 부(富)와 권력과 신분을 초월하여 누구나 무상으로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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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자연은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레저 문화의 그릇된 신화를 낳는다.

인간은 상업화된 풍경이 제공하는 그 열렬한 혜택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이

소비 경제 시대의 신화적 주인공의 반열에 성큼 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이 아니라 단지 기호를 소비하고 있다”10)는 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의 결론처럼 모든 소비재는 인간의 정체성, 가치, 취향, 사회

적 멤버십 들을 표현한다. 또한 모든 소비재는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나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한 ‘구별짓기(distinction)11)’

를 증거하고 사회적 ‘아비투스(habitus)12)’의 상징이 된다.

그것은 상품과 여가 시간의 과시적 소비에서 기인한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생활 양식(lifestyle)’13) 개념에 의하면, 어떤 경우나 시대를 막론하고

10) 돈 슬레이터, 『소비문화와 현대성』 (정숙경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0, p. 214.

11) 베블런은 『유한 계급론』에서 ‘구별짓기’를 중심 주제로 삼아, ‘과시적 소비’, ‘유한 계

급’, ‘불공평 차별’ 등을 인간사의 구조적 원리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신분은 세속적인

생산 노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혹은 면제되어 있느냐의 척도이며, 결과적

으로 시간과 재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생산 노동으로부터의 거리를 증명해 준다고 하였

다. 따라서 취미나 문화의 모든 형태는 비생산적인 시간 사용의 증거가 되며, 부는 생

산 노동의 면제를 토대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시기와 경쟁을 부추기는 불공평한

구별이 된다고 하였다. 즉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시간과 재화를 소비하는 것은 또 다른

문화적 의미에서 끊임없이 취향의 차별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한 계급’의 생활

양식은 생산 계급과 자신들을 ‘구별짓기’ 위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부르디외는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에서 “음악 취향만큼 한 사람의 계급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틀림없이 구분짓는 것은 없다”고 하여 문화적 취향이 지닌 계급적

성격을 설명하였다. 그는 ‘아비투스(habitus)’를 통해 문화가 어떻게 계급과 지위들의 차

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작동되는지를 보여 주었다.

12) 부르디외 이론의 핵심인 ‘아비투스(habitus)’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특정한 사회

적 환경에 의해 내면화된 성향, 취향의 체계를 말한다. 부르디외는 취향은 사회적으로

구조화, 층화되어 있고, 취향 구조는 차이와 더불어 위계를 뜻한다고 하였다.

13) 베버는 ‘지위(status)’에 관한 논의에서 ‘생활 양식’ 개념을 제기했다. 베버에게 있어 ‘지

위’란 사회 생활에서의 부정적 긍정적인 위세와 명예에 대한 주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세습, 교육, 결혼, 동종 공생(commensality: 다른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권리) 관계에 결부된다. ‘생활 양식’ 개념은 주어진 사회적 위치에 이들

다양한 속성을 사회학적으로 일반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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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양식의 한 가지 중요한 차원은 상품과 여가 시간의 과시적 소비가 되기

때문이다. 여가는 폐쇄성과 배타성의 원리를 갖고 있으며, 베블런이 말한 ‘유한

계급’은 그 ‘명예로운 선택’으로 그들 자신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지으려 하

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레저 스포츠 시설로 단장한 오늘날의 ‘자연’ 역시 모든 ‘여가’

산업과 마찬가지로 계층화되고 서열화된 권력의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된다.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월트 디즈니월드는 그 풍경의 격조만큼 높은 사회적 ‘아

비투스’의 상징이 되며, 일본 도쿄의 디즈니랜드와 한국의 용인 에버랜드 사이

에도 풍경의 서열은 엄격히 매겨지는 것이다. 너른 바다로 뻗어 나가는 제주도

초원의 골프장 18홀과 후미진 산자락에 자리잡은 전주 동물원의 미니어처 미니

골프장 18홀 사이에도 ‘구별짓기’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 사회에서는 소비 능력에 의해 인간의 사회적 위계 질서가 결정

되므로, 소비에 대한 욕망은 더 높은 신분 집단과 다투려는 신분 경쟁을 야기

하게 된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간은 무

한한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 소비에 의한 신분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하그리브스(Hargreaves)는 현대 여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여가는 소외된 대중에게 대리 만족을 제공해 주는 한편, 동시

에 그 소외를 영속화하고, 헤게모니적 문화 속으로 편입시키는 정치

적 사회화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14)

마르크스는 “개별 생산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이 생산해 낸 것을 소비할 수

없다”15)고 하여 노동과 생산으로부터의 소외, 자본주의 비인간화 현상에 대해

14) 크리스 로제크, op. cit., p. 161.

15) 크리스 로제크, op. cit.,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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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언급을 감안한다면, 풍요로운 소비 사회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 소외의 현상, 소비에 의한 신분의 불평등으로 사회

적 연대감을 상실하여 고립되고 파편화된 군중이 되고 마는 소비로부터의 소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무한한 소비 욕망과 그로 인한 소비지상주의의 풍조를 풍자

하기 위해 르네 데카르트(Ren Descartes)의 코기토(cogito) 명제를 차용했던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I shop, therefore I am)”라는 바바라 크루

거(Barbara Kruger)의 시니컬한 명제는 다음과 같이 또 한 번 수정되어도 좋

다.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소외된다.(I shop, therefore I am alienated)”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이러한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 문화에 대

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고금을 막론한 모든

인간이 갖는 가장 보편적이며 무상(無常)한 감정이며, 소비 문화 풍조야말로 동

서를 막론한 이 시대의 가장 획일적이며 향락적인 문화 현상임을 인식하는 데

서부터 이 작업은 시작되었다. 따라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레저 스포

츠 인공 시설물의 상업적 풍경들을 통하여 산업 자본주의 소비 시대의 물질 문

명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인간 소외라는 거대한 모순, 그 숨은 진실을 드러내

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대부분 인간이 부재하는 텅

빈 공간을 촬영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텅 빈 공간은 레저 스포츠 시설물이 지

니고 있는 사물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잡은 인공물에 더 강한 시선을 집중시키기에는 사람이 없는 텅 빈 공

간이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인간

이 부재하는 텅 빈 공간이야말로 소비 문화 이면에 도사린 인간 소외 현상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다. 텅 빈 공간 속에 낮게 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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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적감이나 황량함을 통하여 소비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무상감(無常感)이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비수기를 맞은 인공물,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여 폐기되는 인공물, 낙후되어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인공

물들을 촬영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은 가급적 성수기의 세련된 인공 시설물들

을 피하여 촬영함으로써, 유행의 쇠락처럼 존재하는 문화의 쇠락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상업화된 풍경, 산업화된 지형을 통하

여, 인간의 위락 시설을 위해 조급하고 난폭하게 파괴되어야만 했던 자연의 아

픈 실상과 인간이 끝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야생의 녹색 환경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협소한 지형 탓으로, 선진국의 첨단 위락 시설물들을 모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널려 있는 허술하고 키치(Kitsch)적이기까지 한 한국 특

유의 인공물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뒤늦게 물질의 축적에 나서서

경제 개발이 급했던 만큼 환경 파괴 역시 난폭했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진국보다 더욱 조급하고

무지하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낳았던 한국의 경제 개발과 마

찬가지로, 한국의 소비를 위한 개발 역시 무질서하고 난폭했음을 의식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에서는 소비 시설물을 위한 자연 파괴의

흔적이 얼마간 남아 있는 한국의 지형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한국적인 문화

현실을 말해 주고 있는 자연과 인공의 허술한 부조화, 소졸(疏拙)한 불안정의

모습을 보이는 인공 경관을 주로 촬영하였다. 그것은 키치적이거나 잡탕적인,

불균형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연과 인공 경관을 한국 특유의 문화적 지형으

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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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형식적 특성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풍경은 현상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풍경 사진으로, 풍경에도 시대가 있으며, 시대마다 양식이 있고 풍조가

있고 유행이 있음을 감안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자본주의 소비 시대에 존재하는 특유의 양식과 풍조와 유행을 풍경 속에서 찾

고자 하였다. 자연을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

졌고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동시대 사진가 마틴 파와 안드

레아스 구르스키의 사진을 참고하였다. 그것은 마틴 파와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의 사진이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소비 시대의 양

식과 풍조와 유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마틴 파는 현대 소비 사회에 대한 문화 비평적 방법론을 처음으로

사진 작업에 도입한 사진가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사회 문화적 다큐

멘터리는 풍요로운 자본주의 시대의 대중 소비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신랄한 풍자를 표방하고 있다.

1986년의 『마지막 리조트The Last Resort』에서부터 『소비 시대Spending

Time』,『삶의 비용The Cost of Living』,『하루 여행One Day Trip』을 거쳐

지구촌 관광 산업을 다룬 1995년 『작은 세계Small World』에 이르기까지 그

의 중요한 컨셉은 소비지상주의와 세계화를 앞세운 지구촌 문화 환경에 관한

것이었다. 소비와 욕망, 풍요와 낭비에 대한 그의 냉소적인 시각은 리조트, 마

트, 관광지 등의 소비 백태를 적나라하게 훑고 있는데, 그는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을 자세하게 연구하여 자연 환경의 파괴,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열광,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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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세계 여행에의 병적 추구, 하층 계급의 환상과 중산 계급의 허영 등 그 비

극적 현실을 희극화하였다.

베허 스쿨 계승자의 한 사람인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적 공간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과 소비라는 20세기 산업 사회의 두 양태

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사진가이다. 그의 사진은 소재별로 유형을 나누기

가 쉬워서, 초반기 무명의 장소들을 촬영한 <무제> 시리즈(1992)로부터 도시,

아파트, 공장, 증권 시장, 마켓, 호텔, 관광지, 음식점 등의 시리즈로 구분할 수

있다. 구르스키는 이와 같은 동시대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시대적 오브제를

사용하여 현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심층적이고 날카로운 해석을 그의 사진에

담고 있다.

그러나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마틴 파나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의 작

업과 차별화되고자 여러 형식적 요소들을 배려하였다. 물론 ≪상업 공간과 자

연 풍경≫은 이들 작가들의 작업 형식과 비슷한 입장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그것들과 분명하게 차별화됨으로써 나름대로의

개성을 갖게 된 이 작업의 형식적 특성들을, 중립성과 조형성의 측면에서 언급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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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립성, 포맷과 거리와 시점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아름다운 자연 속 레저 스포츠 인공 시설물들

의 인적이 없는 텅 빈 풍경만을 촬영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욕망과 인

간 소외라는 거대한 모순, 그 숨은 진실을 텅 빈 풍경의 정적감과 황량함을 통

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인간의 위락 시설을

위해 파괴된 자연을 환기시키고자, 자연과 인공의 이질적인 모습이 내재되도록

촬영하였다. 따라서 성수기에 레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배제

하고, 시즌이 끝난 비수기의 텅 빈 공간이나 한때 성수기를 맞았다가 이윤 가

치를 상실하고 이제는 방치되어 풍화되고 있는 텅 빈 공간들을 찾았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인간이 부재하는 텅 빈 풍경은 마틴 파나 구

르스키의 사진과의 차이점이 된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텅 빈 풍경과

는 달리, 마틴 파는 휴양 관광지 안에서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소비 행태를 드

러내는 인간 군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르스키는 인간의 손으로 정리된 자연

을 소재로 하면서도, 인공을 자연 풍경의 일부로, 인간을 이 멋진 풍경 안의 일

부로, 주변 환경에 압도되지 않도록 등장시켰다.

그러나 마틴 파는 자신의 사진을 “주관적 다큐멘터리(Subject Documen-

tary)”16)라고 명명하면서, 클로즈업의 카메라 워크를 과감하게 구사하여 그의

주관적 목소리를 높인다. 그의 자연 환경과 인간 소비 심리의 불편하고 모순된

관계는 거리 좁히기를 요구하여, 가까운 거리에서의 클로즈업은 경박하고 둔하

고 센세이션만을 쫓는 중산층의 취향과 허영을 풍자할 수 있는 적합한 사진 형

식이 된다. 소비지상주의와 세계화와의 인간 심리에 대한, 그 불협화음과 부조

화에 대한 마틴 파의 통찰력과 냉소적인 시각은 이처럼 클로즈업의 프레임 워

16) Iizawa Kohtaro, Deja-Vu (1991, Vol 6), p. 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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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힘입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이고 개성적인 마킨 파의 시각

스타일이 된다.

반면에 구르스키는 작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거리두기 기법을 사용한다. 현

실성에 분명한 초점을 맞춘 그의 이미지는 그러나 “공개 논쟁을 하지 않는 냉

담함과 더불어 조용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17) 그는 그의 사진

안에 자연과 기술을 대조시키지도 않고 인간과 기술의 부정적 관계를 드러내지

도 않는다. 자연과 인간과 기술과 자본의 현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천착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객관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클로즈업의 카메라 워크를 구사하여 주관적

목소리를 높였던 마틴 파보다는 롱샷의 냉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중립적 자세로

일관하였던 구르스키의 객관적 태도와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상업 공

간과 자연 풍경≫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과다한 구사로 사진의 순수성을 외면

하는 구르스키의 개념적 예술지상주의적 태도와는 거리를 두려 하였다. 따라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사진의 리얼리티, 그 현실성만으로 사회 문화적

현실을 드러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소비 사회의 공허감, 인간

욕망의 무상(無常)함, 자연 환경의 상실감 등이 드러나도록 가치 중립적, 객관

적 입장을 지니려 하였다.

먼저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냉정한 거리두기에 유효하도록, 4×5 인

치 대형 카메라의 F 64 깊은 피사계 심도로 최대한 롱샷 촬영을 하였다. 대형

카메라의 깊은 피사계 심도는 선예도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세부 묘사로 객관

적 리얼리티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롱샷 역시 작가의 판단과 개입

과 흔적을 최소화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

는 합당한 방법이 된다.

17) Marie Luise Syring, ≪Where Is "Untitled"?≫, in Andreas Gursky, Photographs from
1894 to the Present, A Shimer/Mosel, 199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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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롱샷은 거대한 스케일이나 서술적 구도를 위한 롱샷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지형이 워낙 협소하였던 탓에 대부분 레저 시설

물들 역시 좁은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었고, 따라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

은 최대한 미니멀한 조형성이 유지되도록 피사체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대상이 왜곡되거나 감정이 이입되지 않

도록 인간의 시각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의 정면 촬영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

나 정면 촬영은 사물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시점으

로, 단순히 촬영자가 피사체의 정중앙에 서서 촬영한 방법만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도 레저 스포츠 인공 시설물의 본질을 드러내

고, 자연 경관과 인공 경관을 조형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데 적합한 위치에

서의 정면 시점을 택하였다.

그리고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3차원 공간 속의 원근감을 제거하고 2

차원의 평면성을 강조함으로써 가급적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드러내

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반원근화법에 의해 경치가 압축되고 깊이가 단절됨으로

써,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소비 공간이 추상적이고 조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

도록 의도하였다.

이처럼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대형 카메라의 깊은 피사계 심도와 정

면적이고 평면적인 시점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하였다. 사진가가 배제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대상과 거리를 둠

으로써 대상에 대한 몰입이나 감정의 과잉 노출을 막고 냉정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거리두기를 통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태

도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게 하여, 다큐멘터리 사진이 갖

는 프로파간다적 정치성, 목적성, 교훈성, 계몽성을 배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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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형성, 형태와 컬러와 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조형적으로 절제되고 압축된 이미지를 얻으려

가급적 미니멀한 형태와 중간색의 컬러와 간결한 톤을 추구하였다. 절제되고

압축된 형태나 간결한 컬러와 톤이 드러내는 조형성을 통하여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인간의 소비 풍조를 위하여 자연이 희생된 절망적인 시대 풍경

이 아니라 정적미(靜寂美)가 침잠된 시적(詩的)이며 서정적인 풍경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시각적 생략과 단순화가 감정의 절제와 객관화로 이어

져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현실적 이미지들이 더 모호한 암시와 상상을

유발하도록 배려하였다.

먼저,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피사체가 지니고 있는 조형적 형태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일상적인 소비 현장이 조형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형태와 컬러와 톤의 생략과 단순화를 꾀하였다. 주변 공간을 생략하여 둘러싸

고 있는 분위기로부터 소재를 더 엄격하게 고립시키고, 화면을 시각적으로 단

순화시켜 조형적인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미니멀한 인공물일 때는 최대한 롱샷

을 하였고, 자연과 인공물이 드러나면서도 절제된 형태가 잡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략과 단순화를 의도했다.

그러나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한국적 지형이 지니고 있는 협소함과

무질서함, 한국 지형의 곡선이 지니고 있는 소졸(疏拙)함과 단속성(斷續性)으로

말미암아 단정하고 우아한, 완벽한 조형성을 얻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래도 이 미완의 조형성이 가장 한국적인 풍경, 자연과 인공물의 부조화를 드러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

의 작업 방법으로 삼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컬러도 역시 형태(Form)다”라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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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드 웨스턴(Edward Weston)의 말대로, 형태의 간결함을 위하여 컬러를 단

순화하였다. 물론 컬러를 형태로 인식하고 그것을 사진가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한 사진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뉴 컬러(New Color) 사진가’들로부

터였다.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난 윌리엄 이글스톤(William Eggleston)과 조엘

메이어로윗츠(Joel Meyerowitz) 등의 ‘뉴 컬러 사진가’들은 주관적 프리즘으로

통제하고 개인적 필터로 여과시킨 ‘새로운’ 컬러를 사용하여 개인의 감정과 서

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현실의 컬러가 아니라 사진가의 확고한 색채 개

념에 의해 철저히 계산된 컬러를 시적(詩的) 표현의 한 방법으로 삼았다.

마틴 파 사진의 예술적 특징도 그의 컬러 컨셉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마

틴 파의 사진은 시각적 화려함이 특징이다. 미학적 장치들의 방대하고 기술적

인 콜렉션이다.”18) 그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서 의도된 색을 면밀히 통제하였다. 자연과 야생을 상실하고 인공과 문화의 절

대적인 힘에 무질서하게 편승한 현대인들의 무분별한 욕망을 극화하고자 그는

먼저 인공적이고 문화적인 컬러에 착안하였다. ‘뉴 컬러 사진가’들로부터 영향

을 받아, 이처럼 주관적으로 해석된 마틴 파의 개념적인 컬러는 그의 ‘사회적

다큐멘터리’를 예술과 조우하게 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

구르스키의 사진 역시 디지털에 의해 수정된 정교하고 섬세하고 풍부한 컬

러에 힘입고 있다. 물론 구르스키는 컬러 컨셉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구도라는

형식적 의도와 등신대(等身大) 크기의 사진 사이즈를 위해 디지털 프로세스를

적극 이용하였다. 특히 컬러 컨셉을 위해서 르네상스 회화에서부터 독일 낭만

주의 회화를 거쳐 추상 표현주의에 이르기까지의 색과 원근에 대해 공부한 구

르스키는 사회 문화적 현실의 상황을 더 잘 보여 주기 위하여 유럽 화가들이

즐겨 이용했던 장중하고 우울하면서도 차갑지 않은 미묘한 컬러를 찾아냈다.

18) Martin Parr, in Val Williams, phaidon,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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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스키의 컬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전거(典據)를 지닌 전통적인 컬러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예술적 표현을 앞세운 개념적인 컬러인 것이다.

이에 비해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마틴 파 사진의 인공의 느낌이 강

한 원색조의 컬러나 구르스키 사진의 장중하고 우울한 컬러와는 달리, 차분하

고 서정적인 파스텔 톤의 중간색을 선택하였다. 강한 콘트라스트를 피하기 위

해 흐린 날에 촬영하였고, 감정을 절제시키기 위하여 구름이 없는 밋밋한 하늘

을 배경으로 촬영하였다. 차분하고 서정적인 파스텔 톤의 중간색 피사체들을

선별함으로써 원색의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피할 뿐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의

수위도 낮추려 하였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이처럼 절제되고 압축된 형태, 중간 색조의

컬러, 간결한 톤을 이용하여 조형적 시각 구도를 얻고자 하였다. 더불어 형태를

압축시키고 컬러와 톤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최대한 시적(詩的)이고 서정적인 느

낌, 고립되고 공허한 분위기, 정밀(靜謐)하고 침정(沈靜)한 이미지를 얻고자 하

였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의도하는 서술적이고 다큐멘터리적인 언어

가 이와 같은 조형의 구도에 의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시각 예술 언어와 균형

을 이루도록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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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의 장르적 특성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여가 문화 공간과 한국적 지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 그러나 문화 비판과 환경 옹호를

표방하지 않고 시대 현실과 사회 상황에 대한 가치 중립적,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자연 파괴를 비난하는 직접적인 서술과 환경 옹호의 선동

적인 어투로부터 벗어나고, 저널리즘 사진의 원색적인 도식성, 다큐멘터리 사진

의 편견과 상투성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였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오히려 묵언(默言)의 관조적 시선을 통하여,

그 성찰의 눈길을 깊게 하고 그 환기의 어조를 낮춤으로써, 프로파간다적 폭로

를 지양하고 미적 정련을 지향하여 예술과의 경계에 선 다큐멘터리 사진이 되

고자 하였다. 객관적, 중립적인 시각적 입장과 조형성, 서정성의 형식적 특성을

통하여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 역시 다큐멘터리 사진과 순수 사진과의 긴

장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큐멘터리 사진과 순수 사진과의 모호한 경계는 오늘날 다큐멘터리 사진의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사진이 특정 사건에 대

한 직접적인 서술로부터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해석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서 기인한다. 오늘날 다큐멘터리 사진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정치 경제적 이슈로부터

사회 문화적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 즉 다큐멘터리 사진은 소재와 대상 그리고

스타일에서의 여러 변화를 초래하면서 순수 사진과의 정체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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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다큐멘터리의 장(場)을 개척한 사람은 바로 1930년대의 워커 에반스였다. 그

는 카메라를 사회나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서술적 도구로 인식하고, 눈에 보

이지 않는 사회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을 내세워, 기록과 예술을 동

시에 지향하였다.

에반스의 독자적인 ‘다큐멘터리 스타일’은 바로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Documentary Lyricism)19)’에 입각하고 있다. 그는 사실적, 객관적, 자료적인

리얼리티의 한계에 묶여 그 표현 영역이 한정되는 ‘다큐멘터리’에 서정적인 표

현 방법을 도입하여 문학 속에서 정제되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시

적 다큐멘터리(Lyric documentary)20)’를 채택하였다.

물론 에반스는 ‘다큐멘터리’를 넘어서기 위해 사회적 다큐멘터리나 포토저널

리즘적인 시각으로부터 해방된 반목적성, 반정치성의 중립적인 시각을 고수하

였다. 그는 사진은 어떤 공공적 목적이나 개혁,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그

것은 단지 사진가 개인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가 카메

라를 사회 비판과 사회 개혁의 도구로 사용한 전통적인 사회적 다큐멘터리나

포토저널리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에반스는 ‘예술 사진’을 표방하는 대신 오히려 ‘예술 사진’으로부터 벗

어나기 위해 형식주의(Formalism) 사진에 반기를 들고, 미적 의도를 배제하는

반심미적(anti-aesthetic)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에반스 당시에는 사진을 매체

자체의 광화학적 특성에 의한 독자적인 예술로 인식하고자 했던 형식주의 사진

들이 유행하고 있었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Straight photography)’의 정신

에 입각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의 형식주의 사진과, 라즐로

19) 강용석, 『Walker Evans의 Documentary 사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대학원 : 사진학과, 1986, p. 60.

20) 고대 희랍의 수금(竪琴)인 lyre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에서 유래하여, Lyric은 서정적인,

서정시의, Lyricism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시적 표현, 서정시체, 서정시풍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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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홀리-나기(Laszlo Moholy-Nagy)에 의해 도입된 유럽의 실험적인 형식주의

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에반스는 이러한 매체에 대한 외형적 실험을 거부하고 형식주의와

대조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예술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

하여 미술과 사진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예술적 지위를 획득해 온 원근법이라는

전통적인 시점 대신에 정면성(facade)이라는 새로운 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적 방법이 바로 정면에

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믿고, 모든 소재를 정공법의 양식으로 다루어

평면화시켰다.

에반스의 사진 사상과 방법론은 에반스 직후부터 오늘날 다큐멘터리 사진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에반스의 영향은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 이후

1950년∼1960년대의 ‘개인적 다큐멘터리(Personal Documenta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랭크의 『미국인The Americans』의 표현 양식과 스타일 역시 심층

적으로 현실에 다가가 주관적으로 표현해 낸, 시적 표현의 새로운 리얼리티를

구축한 것이었다. 리 프리들랜더(Lee Friedlander)나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 등의 1960년대의 ‘개인적 다큐멘터리’ 사진가들도 사회를 객관적인 사

실 묘사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인 진실 표현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개인

적 자의식이 충만한 주관적인 다큐멘터리를 남겼다.

또한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난 윌리엄 이글스톤과 조엘 메이어로윗츠(Joel

Meyerowitz) 등의 ‘뉴 컬러 사진가’들 역시 주관적 프리즘으로 통제하고 개인

적 필터로 여과시킨 ‘새로운’ 컬러를 사용하여 개인적 감정과 서정적인 분위기

를 강조하였다. 그들 역시 현실의 컬러가 아니라 사진가의 확고한 색채 개념에

의해 철저히 계산된 컬러를 시적 표현의 한 방법으로 삼았다.

반심미적 방법으로 내세웠던 정면적이고 평면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에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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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은 예술에 때묻지 않은 가장 단순하고 솔직하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1970년대의 ‘뉴 토포그랙픽스(New Topographics)’ 사진가들에게 계

승된다.

‘인간에 의해 변화된 풍경’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뉴 토포그랙픽스≫전

의 작가들은 웅대한 풍경을 낭만적으로 묘사했던 전통적인 풍경 사진에서 벗어

나, 대상에 대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이 전시의 서문에

나오는 루이스 발츠(Lewis Baltz)의 “이상적인 사진 기록은 작가나 예술성 없

이 보여야 한다”는 말대로, 작가의 개입을 절제하고 미적 배려를 포기하여 익

명성이 강조되는 엄정한 사진을 제작하였다.

에반스의 시리즈 형식이나 무작위로 채집하여 격자(grid) 형태의 반복 구조

를 통해 유형의 비교가 쉽도록 조합하는 형식은 ‘유형학적’ 사진가들에게 계승

된다. 에반스의 ‘빅토리아 건축물 사진’이나 ‘지하철 포트레이트 사진’은 아카이

브 제작 방식을 예술 사진의 원칙으로 삼아 아카이브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다

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 간의 경계를 없앤 사진사(寫眞史)의 첫 번째 사례

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에반스의 사진은 베허 부부(Bernd & Hilla

Becher) 사진의 모태가 된다. 에반스는 베허 부부의 ‘유형학적 사진’보다 훨씬

앞서서, 중립성, 정면성, 평면성, 시리즈 형식, 격자 형태의 반복 구조를 통한

유형의 비교 사진술을 이미 다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1년∼1992년, ≪유형학≫전의 9명 참여 작가들은 자신들의 개념적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 유형학적 연속물(시리즈)의 비교 방법과 반복적인 형식

의 일관성을 채택하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특히 에반스의 ‘빅토리아 건축물 사진’이나 ‘지하철 포트레이트 사진’은 1960

년대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나 개념 미술(Conceptual Art)의 반미학적인

작업과도 같은 맥락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다. 미니멀리즘은 ‘일루젼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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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작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중성적 오브제를 사용하여 격자형의 반복적이

고 연속적인 작품으로 평면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개념 미술은 ‘대상의 비물

질화’를 시도하여 예술이 미의 창조가 아니라 대상물의 선택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오늘날 ‘베허 스쿨’은 그들의 사진 교육 과정 속에 이러한 미니멀리즘

과 개념 예술을 다루는 특별한 교육 과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런 학습을 통

하여 몰개성적이고 비예술적인 오브제에 대한 개념적인 사고를 미니멀리즘적인

형식성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차갑고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베허 스쿨’은 유형학적 사진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내지 않고, 객

관적인 다큐멘터리 형식과 개념적인 사진 태도를 통하여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

술 사진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중이다. 전통성과 현대성을 두루 갖춘 그들

특유의 ‘독일적인’ 사진 양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특정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는 현상은 워커 에반스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 다큐멘터리 사진의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상업 공

간과 자연 풍경≫ 역시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 간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예술은 정답이 없는 것, 오히려 오르페우스의 미궁과 같은 끝없는 질문

이 바로 예술만이 지니는 정당한 특권임을 믿고 다큐멘터리 사진과 순수 사진

의 불투명한 경계를 시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 역시 객관적, 중립적인

시각적 입장과 조형성, 서정성의 형식적 특성을 통하여 다큐멘터리 사진과 순

수 사진과의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현 시

대와 문화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다큐멘터리 사진이 갖는 프로파

간다적 정치성, 목적성, 교훈성, 계몽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발언의 어조를 최대

한 낮추려 의도하였다. 시대 상황과 사회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출

발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이 작업이 지성에 의해 개념화되고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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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에 의해 시적 서정적 표현이 되며 상상력에 의해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찬

이미지가 되기를 바랐다.

따라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보는 이에 따라서는, 때로는 다큐멘터

리 사진으로, 때로는 순수 사진으로, 때로는 개념 사진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

다. 내용으로 보면 다큐멘터리 사진이 분명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순수 사

진이나 개념 사진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촬영한 골프

연습장이나 낚시터의 사진들만을 모아 본다면, 그것은 얼마간 유형학적인 특성

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은 오늘날 다큐멘터리 사진의 중요

한 흐름으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 역시 이러한 현상을 이 작업의 사진

적 미덕으로 삼았다. 이 시대의 우리 ‘땅’의 현실을 기록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조형적 시적 서정적인 시각의 재창조로 보는 이의 인식과 정서를 동

시에 건드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장 경건한 미학, 가장 승화

된 예술이 되리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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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자본주의 시대의 여가 문화 공간과

한국적 풍경을 기록한 작품임을 밝히기 위하여,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 사회를

적시한 마틴 파와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의 사진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워커

에반스를 시초로 한 기록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선 다큐멘터리 사진의 흐름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소비 시대의 상업적 풍경, 산업적 지

형들을 촬영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중립성, 정면성, 평면성, 조형성

등을 그 형식적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이 사진의 내용과 형식

의 사진사적 경위와 좌표를 확인하고, 이 사진의 출발점과 지향점이 예술로서

의 다큐멘터리 사진에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존 자르코우스키(John Szarkowski)가 구분한 대로, 한 장의 사진이 ‘창

(Window)’ 혹은 ‘거울(Mirror)’이 될 수 있다면,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세계 투영(透映)의 창과 자아 투영(投影)의 거울, 그 창과 거울의 이중 노출 혹

은 오버랩으로, 사진의 기록성과 표현성의 면밀한 동거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록과 예술의 장르적 경계를 주밀하게 뒤섞고, 객관과 주관의 시각적 균형을

균등하게 유지하며, 현실과 상상의 영상적 긴장을 팽팽하게 조율하고자 ‘노력’

하였다. 그것은 객관과 사실과 기록 쪽으로 조금만 더 쏠리면 예술의 낭떠러지

에서 추락할 것이고, 주관과 상상과 표현 쪽으로 조금만 더 치우치면 현실의

땅바닥에서 이탈하게 될 이 분명한 갈림길에서, 거친 이데올로기처럼 생경(生

硬)하지도 않고 메마른 예술지상주의처럼 공허하지도 않은 건강한 시각을 굳건

히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예술 사진을 표방하기 이전에 사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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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기록적, 자료적, 증거적 기능에서 출발한 다큐멘터리 사진이었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이 의도했던 중립성, 평면성, 유형성 등은 개념 사진의 특성

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을 개념 사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념 사진이 소재나 대상, 사물을 보는 방식에 중점을 둔 데 비하여,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땅’이라는 시대 환경과 소비 문화라는 사회적 상

황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스트레이트한 측면에서의 기

록, 정보(Information)만을 위한 기호(Sign)로서 사진이 활용되었던 개념 예술

의 고답적이고 모던한 세례를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진이 마침내 회귀할

수 있는 사진 고유의 지시성, 정보성, 기록성을 오히려 ≪상업 공간과 자연 풍

경≫의 든든한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빛의 흔적’으로서의 사진은, 사진 태초부

터, 기록성이라는 장인적 그 실천 언어와 지시성이라는 세계적 그 보편 언어로

오랫동안 순수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끝내 잊지 않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이 암

실 문에 써 붙여 두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의 다음 말로 귀결하고자 한다. “꾸미

거나 바꾸지 않고 혼동하거나 실수함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창조적 행위보다 더 고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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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풍경 사진은 작가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문화적 가계도로서, 처녀지인 ‘자연

(Nature)’으로부터 경작지인 ‘문화(Culture)’로의 ‘땅(Land)’의 변형의 역사를 기

록한 것이다. 따라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Commercial Landscapes)≫은

이 시대의 ‘땅’이라는 거대 공간이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상

을 올바로 포착할 때 진정한 풍경 사진이 된다는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는 가시적 물품에 대한 소비에서부터 탈물

질화된 상품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여가’와 같은 상품은 이 지구촌 자연 환경

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수많은 국립 공원과 놀이 공원, 레저

스포츠 시설물 등의 인공 경관이 이미 자연 경관을 대체하여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혁명 이후, 서구 사회의 문명관이 전 세계 문명의 흐름

을 주도해 온 결과이다. 발전, 진보, 성장을 목표로 삼아온 근대 이후, 자연은

대결과 착취의 대상, 권력과 부(富)를 위한 투쟁의 장(場)이 된다. 따라서 경제

논리에 종속된 ‘자연’은 인간을 그의 소비 능력에 의해 차별화하고 신분 경쟁을

유발하여, 결국 소비에 의한 인간 소외 현상을 야기한다.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이러한 산업 자본주의 소비 문화 상황 속에서

의 상업화된 풍경, 산업화된 지형을 소재로 하였다.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함으

로써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앉은 골프장, 스키장, 눈썰매장, 수영장, 사격장,

낚시터, 자동차 극장, 공연 무대, 객석 등 유료화된 레저 스포츠 인공 시설물들

을 촬영하였다. 특히 자연과 인공의 어색한 부조화, 허술한 불안정의 모습을 보

이는 한국 특유의 여가 산업 공간을 촬영하였다. 이를 통해 ≪상업 공간과 자

연 풍경≫은 파괴된 자연의 아픈 실상과 인간이 끝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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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녹색 환경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인간이 부재하는 텅 빈 공간을 촬영 대

상으로 삼았다. 비수기의 텅 빈 공간이나 방치되어 풍화되고 있는 텅 빈 공간

의 정적감(靜寂感)과 황량함을 통하여 인공 시설물이 지니고 있는 사물의 본질

뿐 아니라 소비 문화 이면에 도사린 인간 소외 현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업 공간과 자연 풍경≫은 여가 문화 공간과 한국적 지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다큐멘터리 사진이지만, 문화 비판과 환경 옹호를

표방하지 않고 시대 현실과 사회 상황에 대한 가치 중립적,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중립성, 조형성의 형식적 특성을 통하여,

특정 장르의 구분을 뛰어넘어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과의 불투명한 경계

에 서고자 하였다.

먼저 중립적 시각, 냉정한 거리두기에 유효하도록, 4×5 인치 대형 카메라의

F 64 깊은 피사계 심도로 최대한 롱샷 촬영을 하였다. 또한 대상이 왜곡되거나

감정이 이입되지 않도록 정면 촬영 방법을 택하였고, 2차원의 평면성을 강조하

였다.

다음으로 조형성, 절제되고 압축된 이미지를 위하여 미니멀한 형태와 차분

하고 서정적인 파스텔 톤의 중간색 컬러와 간결한 톤을 고려하였다. 콘트라스

트를 피해 흐린 날에, 감정을 절제시키기 위하여 구름이 없는 밋밋한 하늘을

배경으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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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pictures as a photographer' own contemporary cultural family

tree record history of transformation from 'nature' as virgin earth to

cultivated 'land' as culture. Accordingly, ≪Commercial Landscapes≫ begins

on belief that there is an authentic landscape picture, when we capture real

aspects about using huge space of our contemporary 'land' in a capitalistic

consumption society.

These days, in capitalism society consumption expanded through that of

visible goods into that of de-materialized articles. Particularly, the article of

commerce, 'leisure' has made this global environment a cultural item. A

view of nature has already been replaced with a host of artificial facilities

such as national parks, amusement parks, and leisure-sports institutions.

This phenomenon is based on the fact tha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view of civilization in West lead the flow of worldwide civilizations. Since

modern times' goals were progress, advance and growth, nature has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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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ir game for confrontation and exploitation, and a battlefield for power

and wealth. Consequently, 'nature' which is subordinated by economy logic

discriminates human beings in proportion to consumption capability, induces

status competition and after all, causes human alienation by consumption.

≪Commercial Landscapes≫ treated commercialized landscapes and

industrialized terrain in this consumption culture based in industrial

capitalism. I took photographs of charged artificial facilities like these ;

skiing grounds, snow slopes, swimming pools, shooting galleries, fishing

places, drive-in theater, performance stages, seats for guests and so on,

which destroyed spectacular nature and were seated in it. In particular, I

photographed Korea' own leisure industry space showing awkward

disharmony between nature and art, and shabby instability. Through this,

≪Commercial Landscapes≫ tried to show real conditions of destroyed,

pained nature and awaken wild, green environment with human forever.

In addition to this, ≪Commercial Landscapes≫ adopted empty space with

no person. Through vacancy of off-season and desolation of efflorescent

artificial forms, I tried to reveal human alienation behind consumption

culture as well as substance of artificial facilities.

However, though ≪Commercial Landscapes≫ is documentary photograph

based on recognition against consumption culture and Korean terrain, it

holds on to value-neutral, detached point of view on a period reality and

society state without advocating culture criticism and environment support.

It tried to leap over division of peculiar genre and to stand on an ambiguous

boundary between documentary photograph and artistic photograph, 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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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following formal features of neutrality and formativeness.

First, I took photographs in long-shot to the utmost for neutral viewpoint

and cool distance interval to be effective, using F 64 deep depth of field

with 4☓5 inch large camera. Also, I adopted the facade photographing
technique in order not to distort the object and empathize with it, and

emphasized two-dimensional plane.

Next, for formativeness, temperate and constricted image, I considered

minimal forms and calm and lyrical pastel shades and brief tones. In order

to be temperate, avoiding contrast, I photographed against flat sky without

clouds on a little dim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