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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전시에서 건축(공간)사진이 작품으로서 기존 작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지만 이전에는 전문적인 상업 

사진작가로서의 저의 작업과 작품으로서의 작업을 구분해서 진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았으나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있었기에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기록의 형식으로 상업적 활동과는 별개의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광주극장'의 

작업은 저의 이런 의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결과물입니다. 기존 작업과 다른 부분은 몇년 전의 저의 작업이 

대상을 이해하고 담는 것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근래의, 최소 3년 여 전부터의 작업에서는 저의 해석과 

시도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현재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갖는 특성은 현재를 기록하는 동시에 과거를 포함하게 되는데, 작가님의 '현재성' 역시 현재와 

과거를 함께 내포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사진 안에 담긴 그 순간의 이미지는 늘 현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찍히고 난 순간 

이후는 모두 과거가 되므로 우리는 미래에서 그 사진을 보고 있지만 실상 사진에 담긴 순간 고정된 

이미지는 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현재성이자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Q. 이번 전시의 건축사진에서 공간성이 아닌 '시간성'은 촬영한 당시의 시기적 의미일까요, 혹은 촬영된 결과물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속에 있는 걸까요? 

 

A. 두 가지를 다 포함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상인 건축물을 촬영할 때 어떤 모습을 담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앞에 둔 대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과 내외부의 공간을 

경험하며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간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까 하는 고민이지요. 예를 들자면 촬영할 당시가 

2014년 2월의 겨울이었고 그 겨울의 시간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어스름 저녁에 눈이 흩날리는 날 

촬영 대상인 건물이 홀로 서있고 그 앞을 눈바람을 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과 시간과 느낌을 의도된 기다림(적절한 시간과 사람 등등..)을 통해 사진에 

담아냅니다. 

 

 

Q.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한 장치들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아침 혹은 오후의 빛, 어스름한 시간, 내부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 혹은 

빛이 사라져간 어둠이 등장하는 시간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치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등장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의미 전달요소입니다. 단순하게 건물이나 공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작은 장치가 아니라 때로는 건물이 사람의 배경이 되어 전체 주제를 만들어 가는 

역할도 합니다.  

 

 

Q. 대상을 선정할 때 건축물(혹은 공간)의 디자인적 요소가 작가님의 의지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건축물이 놓여져 있는 공간적 위치라던가 그 때의 

상황들이 보다 중요한 의미로 작용합니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대상을 만나고 느끼는 순간을 찍은 사진들 

중에서도 저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촬영될 대상은 의뢰를 받아 선정되었을지라도 

그 이미지는 의뢰하신 건축가가 촬영해 줬으면 하는 상업적 결과물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