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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위의 개구리, 173x123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1999

김순기의 아날로그

서재와 빛, 62x50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2005

핀홀 사진의 재발견

핀홀사진이 이렇게나 아름다웠다니.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작업을 해온 원로 예술가 김순기의
핀홀사진을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에디터 |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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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위의 나무, 100x80cm, 핀홀 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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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와 빛, 173x123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1998

빛의 길, 173x123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1998

저녁식사 2, 100x80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2005

지난 1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김순기의 대규모 회고전 <김순
기 : 게으른 구름>이 열렸다. 그는 1971년 프랑스로 건너가 서
예, 회화 등 지속적으로 작업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프랑스에서 작업한 신작과 드로잉, 메모 등 다양한 작품
을 공개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핀홀사진이었다. 지금까지 작가가 필름으로만 보유하고
있던 핀홀사진에는 평범한 식탁, 햇빛을 머금은 정원의 평화

김순기는 자신의 핀홀카메라 사진에 ‘바보’라는 이름을 붙였

로운 풍경이 담겨 있다. 핀홀 특유의 흐릿하지만 따뜻한 감성

다. 이른바 바보 사진. 사진의 기교에 얽매이기보다는 최소한

이 느껴진다.

의 개입으로 빛, 바람,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만들도록

핀홀 카메라는 검게 칠한 내부의 한쪽 면에 렌즈 대신 작은 구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특정 순간을 담

멍을 내고, 반대쪽 면에 필름을 위치시켜 장시간 노출을 주는

지 않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

프로세스로 작동된다. 오랜 시간 노출을 줘야 하고, 빛의 양이

볼 수 있다.

나 다른 요인에 따라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이처럼 핀홀사진을 촬영하는 그의 방식과 태도는 다른 사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핀홀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만, 예

가들과 차별화되어 인상적이다. 대표적으로 안셀 아담스가

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물에 실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도

10대 시절 핀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는 사진 촬영

그런 이유에서다.

을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 외에 다른 작가

그는 자신의 작업실 내부와 외부에 핀홀 카메라를 설치했다.

들도 꽃, 인물 등 특정 대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촬영하고자 핀

그리고 평소 그대로의 식탁, 서재와 정원의 모습을 포착했다.

홀 사진을 선택한 바 있다.

그에게 촬영이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고 숨 쉬는 것처럼

김순기 회고전을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이수정 학예사는 그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한 대상이

의 작업이 동양미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시

나 순간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장면들

각적으로 웅장하거나 화려한 장면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장

에 주목했기에 더욱 인상적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풍경은

면들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무위’를 지향한 도가의 미학과 맞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닿아 있다. 또 ‘유희’ 역시 작가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와유의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 고 믿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미학을 추구한 동양미학과 유사하다.”라며 김순기의 작업을
설명한다. 역시나 그는 삶의 본질을 잊게 하는 분주함을 비판
하고, 유희의 즐거움과 게으른 삶에서 발견되는 신선함을 예
찬한다. 그래서일까. 김순기의 핀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느
새 사라지고 마는 찰나의 소중함과 여유로운 삶의 가치를 다
시금 깨닫게 된다.

김순기
회화부터 설치, 드로잉,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1971년 프랑스로
건너갔고, 1986년부터 파리 교외 비엘메종에서 농가를 지으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
작으로 상황의 우연성을 구성요소로 삼은 <조형상황>, 위안부 문제를 다룬 비디오 작품 <무
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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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과 돌, 100x80cm, 핀홀카메라, 아날로그 c-print,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