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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을 가다
2018 JIMEIxARLES PHOTO FESTIVAL

월간 <사진예술>은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중국 샤먼 지메이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지메이

x아를 포토 페스티벌 JIMEIxARLES PHOTO　FESTIVAL>의 축제에 인터내셔널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해 

3박 4일간 축제현장을 취재했다. 전시장 취재와 기획자 및 참여작가 인터뷰, 축제에 초대국으로 참여한 한

국 기획전 소식까지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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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먼(Xiamen) 공항에 내리자마자 온화한 바람이 방문자의 마음을 따뜻하

게 감싸 주었다. 11월 말이라 한국은 코트깃을 여며야하는 추운 날씨였지만, 중

국 남쪽에 위치한, 대만, 홍콩과 가까운 샤먼 지역은 아직 얇은 상의 하나만 걸

쳐도 될 정도로 온화한 가을 날씨였다. 샤먼 공항에서 다리를 건너, <2018 지메

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지메이 지역으로 이동했다. 샤먼 지역에 

위치한 지메이는 경제, 교육 특구로 개발하고 있는 신개발지역이다. 샤먼지역을 

크게 보면 구랑위 섬이 위치한 샤먼섬과 지메이 지역으로 나뉜다. 샤먼섬은 유

럽 식민지 시절 건물이 남아있어 마치 마카오 같이 유럽풍의 건물과 거리가 아

름답기로 유명해, 중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다리 건너 지메

이 지역은 정부 주도하에 오피스 건물과 관공서, 대학이 위치한 신도심 지역이

다.

‘지메이(Jimei,集美)’는 중국어로 ‘아름다움을 모으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이 지

역에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것도 그 이름과 절묘하게 

일치한다. ‘아름다움을 모은다’는 이름 그대로, 지메이에서 열린 <2018 지메이x

아를 포토 페스티벌>에는 전세계로부터 아름다운 작품들이 모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은 2018년 11월 23

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중국 샤먼의 지메이에서 개최중이다. 지메이 시민

광장 주전시장(Jimei Citizen Square Main Exhibition Hall)과 바로 이웃한 쓰

리섀도우 샤먼 포토그라피 아트센터(Three Shadows Xiamen Photography 

Art Centre)에서 26개의 전시가 열렸으며, 북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모어미술관

(More Art Museum)에서 4개의 전시가 열렸다. 중국, 프랑스, 미국, 스위스, 폴

란드, 터키, 한국, 중국 등 총 7개국에서 7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30개의 전

시가 열리는 대규모 축제이다.  

중국 전역에는 <핑야오 국제사진축제>, <베이징 국제사진제>,<리수이 사진축제

> 등 약 40여개가 넘는 사진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제 4회째를 맞은, 비교적 신

생축제인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이 국제적인 사진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

었던 것은, 49년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 <아를 국제사진제>의 기획팀과 협력해, <

아를국제사진제>의 전시를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 작가를 <아를국제사진제>에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주로 다큐멘터리 사진 중심

의 중국 사진계의 현실을 비춰보면, 전세계 예술사진이 모이는 <아를국제사진제

>와의 콘텐츠 교류는 중국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으며 중국 작가들이 해

외로 나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었다. 증국 예술 사학자이자 평론가인 구 젱Gu 

Zheng은 “<지메이x아를 포토페스티벌>은 중국 젊은 작가들에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자, 더 나아가 중국 사진예술의 현재와 국제 사진예술의 현재

를 함께 보며, 비교할 수 있는 기회로, 중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사진축제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2017년부터 아시아 국가 중 한 나라를 주빈국가로 초대해, 전시를 

갖는 형식도 국제교류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7년 인도네시아에 이

어, 2018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돼 한미사진미술관과 송은문화재단이 

협력해 한국 사진의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 3개의 기획전을 열었

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해외 사진계와의 교류에 힘쓴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 동안 약 16만명의 관객이 방

문했다.  

중국 쓰리 섀도우 포토그라피 아트센터(Three Shadow Photography 

Art Centre)의 롱롱Rongrong과 <아를국제사진제>의 샘 스튜어제(Sam 
Stourdzé)가 공동 설립자이자 기획자로, 도어스 아트 앤 컬처 에이전시(Doors 

Art & Culture Agency)의 베레니스 앙그레미Bérénice Angremy와 빅토리

아 조나단Victoria Jonathan이 예술감독으로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2018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 오프닝주간에는 40명의 작가들과 20명

의 큐레이터 및 기획자가 참여하고 중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 100개의 미디어

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2018  
JIMEIxARLES 
PHOTO FESTIVAL
글 석현혜 기자  이미지 제공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 JIMEIxARLES PHOTO FESTIVAL

R
e
n
e
 B

u
rri, C

a
n
a
d
a
, M

o
n
tre

a
l, 1

9
6
7
. ⓒ

 R
e
n
e
 B

u
rri/M

a
g
n
u
m

 P
h
o
to

s. R
e
n
e
 B

u
rri F

o
u
n
d
a
tio

n
 co

u
rte

sy M
u
se

e
 d

e
 l’E

lyse
e
.



5352

<아를국제사진제>에서 온 전시들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메인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시공간의 구성이다. 약 300평이 넘는 지메이 시민광장 주전시장에서는 26개

의 크고 작은 전시가 열렸는데, 이 각각 성격이 다른 전시들을 가벽으로 공간을 

나눠 구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 전시들이 서로 고립돼있거나 지나치게 답

답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창이 뚫린 형태의 가벽으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건너보거나, 혹은 통로에서 각 전시장의 내부공간을 볼 수 있도록 구성

했다. 때문에 각 전시들이 개별적으로 독립해있으면서도, 폐쇄적이지 않은 공간

구성이다.  

이번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서는 <아를국제사진제>에서 선정된 

8개의 전시가 소개됐다. 이 중 매그넘 작가인 르네 뷔리René Burri의 전시는 

한국 1세대, 2세대 작가의 전시와 함께 쓰리섀도우 샤먼 포토그라피아트센터에

서 특별전 형태로 전시됐다. 르네 뷔리의 ‘상상의 피라미드’ 전은 르네 뷔리가 사

랑했던 ‘피라미드’에 대해 다룬다. 1958년 이집트를 처음 방문한 후, 그는 피라

미드에 완전히 매료됐다. 스위스 태생으로 눈 덮인 산을 자주 보던 르네 뷔리에

게 눈이 쌓이지 않는 산과도 같았던 피라미드는 친숙해서 더욱 매력적이었을 것

이다. 그가 찍은 현대 건축물이나 젠 스타일의 정원, 지붕 등에서 이런 ‘상상 속 

피라미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전시에서는 이런 사진과 함께 르네 뷔리가 

직접 그린 피라미드 스케치나 엽서, 노트 등 그의 소장품도 함께 진열했다.

<아를국제사진제>에서 전시했던 윌리엄 웨그만의 ‘Being Human’은 실내

가 아니라, 전시장 건물 밖의 정원에서 야외설치물로 선보였다. 이밖에도 과

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개선하려는 트랜스휴머니즘

(Transhumanism)을 다룬 Matthieu Gafsou의 ‘H+’전이나 천재 패션디자이너

였던 고(故) 알렉산더 맥퀸과 13년간 함께 하며 그의 삶과 패션, 패션쇼의 뒷무

대까지 Ann Ray가 약 3,5000장의 사진 중 추린 사진을 전시한 ‘끝나지 않은 - 

리 맥퀸 Les Inachevés - Lee McQueen' 전 등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또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터키의 현재를 볼 수 있는 <A Pillar of Smoke - A Look 

at Turkey's Contemporary Scene> 전도 오늘날 터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들

의 작업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중국 사진의 현재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폭넓은 ‘중국 현대사

진의 오늘’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기획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신진 작가들과 큐

레이터에게 기회를 주려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중국사진의 맥(China Pulse)’

은 중국사진 전문가가 기획해 중국 현대사진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

며,  ‘크로스오버 사진’은 사진과 영상, 디지털, 설치 등 다른 미디어와의 연계가

능성과 크로스 오버를 실험하는 전시로 모두 공모를 통해 기획된 전시이다. 이

중 7명의 여성 사진가 차이이룽, 차오멩웬, 두얀팡, 간잉잉, 송슈양, 우멩우앤, 

주양이 참여한 단체전 ‘변동 Fluctuation’(기획: 간잉잉)은 ‘중국사진의 맥’ 공모

로 선정된 기획전이다. 전시는 삶에 있어 큰 ‘변동’이나 ‘파동’을 담은 작가들의 

작업을 보여주는데, 차오멩웬Cao Mengwen의 영상작업은 중국 퀴어 커뮤니티

의 표현으로, 자신의 퀴어 정체성을 부모에게 영상통화로 고백하는 내용이다. 간

잉잉Gan Yingying의 ‘Flesh and Bones’은 눈 덮인 들판에 벌거벗은 인물들

을 대형 카메라로 촬영한 작업이며, 우멩우앤Wu Mengyuan의 ‘Falling’은 산과 

인간의 육체, 담요가 모두 부드러운 물결무늬를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해

서 이들의 이미지를 후작업을 통해 겹쳤는데, 투명하게 인쇄한 사진을 실로 매

달고, 깨진 거울과 함께 배치한 독특한 연출과 공간구성이 특히 돋보였다.

 

5명의 큐레이터, 10개의 전시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점은 작가와 큐레

이터가 한 팀이 돼, 컴퍼티션 형태로 전시를 선보인다는 점이다. ‘2018 지메이x

아를 디스커버리 어워드’에서는 5명의 큐레이터가 각각 2명씩, 총 10명의 중국 

작가를 추천하며, 자신이 추천한 2명 작가의 전시를 기획해 선보인다. 이 10개

의 전시를 오프닝 주간에 심사하고, 이중 선발된 최종작가는 다음해 <아를국제

사진제>에서 전시를 선보인다. 작가에게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에게도 기회이자 

영광인 셈이다. 때문에 10명의 작가들의, 서로 다른 개인전을 보는 즐거움을 누

릴 수 있었다. 최종선정은 레이레이가 됐지만, 다른 후보자의 작업도 흥미로웠는

데 코카 다이Coca Dai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아내를 필름 카메라

로 찍어온 ‘Judy Zhu 2008-2015’ 작업을 선보였다. 앳된 모습의 여성이, 사랑

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젓을 물리는 모습까지, 오랜 시간 기록했다. 

자신의 셀프 포트레이트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쉔 웨이Shen Wei의 작업도 

여운을 남기는데, 그는 “셀프 포트레이트는 나 스스로를 발견케 하는 작업이기

도 하다. 나를 찍는 것은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몰입하게 하는 작업이다”고 설명

했다.

모어미술관(More Art Museum)에서는 ‘로컬 액션’ 전시로 샤먼 지역 작가와 

큐레이터의 전시를 선보였고, 지난 해 ‘지메이x아를 디스커버리 어워드’ 수상

자인 펭 리Feng Li가 2018년 <아를국제사진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촬영했

던 <White Night in Arles>을 선보였다. 특히 ‘로컬 액션’ 전시 중 하나인 <전환

점-1980년대 푸젠성 사진가>(기획: 젱후앙)의 전시작업은 80년대 중국 예술사

진의 태동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디지털 합성이 없던 시대에, 사진

을 여러 장 찍고 겹쳐 찍어서 합성기법을 냈던 리시시옹Li Sixiong의 사진은 강

렬한 인상을 준다.

일반 관객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

주전시가 열린 지메이 지역은 오프닝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취재진과 사

진 관계자로 붐볐다. 사진축제는 이 곳에 모인 각국의 사진인들에게 교류의 장

이기에, 이들을 위한 웰컴 파티 및 온천 씨네마 파티, 칵테일 파티 등이 오프닝 

주간 내에 다양하게 열렸다. 축제의 공식 개막식 이후에는, 티안무 온천 리조트

Tianmu Hot Spring Resort에서, 참가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야외 온천에 들어

가 와인을 마시며, 사진 관련 영상을 감상하는 필름 스크리닝 Film Screening 

Ann Ray, Insensé II, Londres, 1998. Courtesy of the artist. Ann Ray, Unfallen Angels I, Paris, 2009. Courtesy of the artist

Matthieu Gafsou의 'H+'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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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 Yingying, Flesh and Bones, 2018. 

Courtesy of the artist.

▿◁ SONG Shuyang, from Mirror Series, 

2015-2018. Courtesy of the artist

▿ From the series, Judy Zhu 2008-2015,2011 

Ⓒ Dai Jianyong

▹ Sinem Dişli, Sand in a Whirlwind, 2015. 

Dams over the Euphrates have led to inequality in water 

distribution among Syria, Iraq and Turkey, and the senseless 

use of water and soil in Urfa caused desertification in the region 

beyond the southern border of Turkey. The Sudden and extreme 

enrichment that came with the dam at the side of Urfa, the 

changes that are characterized as economic development are 

transforming the overirrigated and overcultivated plains with 

sandstorms that now and then comes from the desertified regions 

of the Middle East that are condemned to drought and remind 

us that nature is a whole without borders (A Pillar of Smoke 

exhibition). Courtesy of the artist.
▿ Volkan Aslan, Self-portrait, 2004 (A Pillar of Smoke exhibition).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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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 이색적인 행사도 참여자들의 호응을 샀다. 

한편으론, 관객 대상의 라운드테이블, 포트폴리오 리뷰, 전시 설명 투어, 작가들

의 북 사인회, 퍼포먼스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오프닝 주간에 <지메이x

아를 디스커버리상> 및 <마담 피가로 여성 사진가상>의 심사가 진행되고 시상식

도 가졌다. 후보 작가들의 작업을 전시장에서 직접 보고 심사가 진행되기에 오

프닝 주간 내내 긴장감을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줌 인: 사진적 친밀감 Zoom in: Photographing Intimacy’,‘복사/붙이기: 

사진과 아카이브 Copy/Pase: Photography and The Archive’을 주제로 한 

좌담회가 열려 작가 및 사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개대담을 가졌다.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공간구성과 매

끄러운 프로그램 운영이 국제수준의 사진축제로 손색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2018년부터 주전시장과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더 많은 관객들이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번 축제의 참여작가이자 포트폴리오 리뷰어이기도 한 구본창 작가는 “축제가 

짜임새가 있다. 아무래도 <아를국제사진제>에서 전시했던 작업들이 다시 이 공

간에 맞춰 디스플레이되다 보니까, 잘 정제된 전시로 볼거리가 많다”며 “포트폴

리오 리뷰도 한 작가 당 20분씩으로 무리 없이 여유있게 진행되서 많은 이야기

를 나눌 수 있었다. 베이징, 상해, 시안 등에서 샤먼까지 포트폴리오 리뷰를 받

기 위해 올 정도로 중국 작가들의 열정이 크다”고 평했다. 참여 작가인 이갑철 

작가 역시 “축제의 배치나 운영이 안정적이다. 어떤 축제는 장소 접근성이 떨어

지거나, 운영진의 미숙으로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 축제는 개막

식부터 전반적인 행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프랑스, 중국 문화의 힘을 느

낄 수 있다. 주전시장의 전시가 국제규모의 전시라면 모아 아트 뮤지엄은 샤먼 

지역작가 중심의 작업으로 잘 안배된 점도 자연스럽고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 부인이자 심리학자인 Yaël Blic-Ripert은 “ 사진은 국제

적이고, 일반적인 언어이며, 좋은 작품은 어느 나라에서든 나올 수 있다. 이 축

제는 중국과 프랑스 문화교류의 바람직한 모범일 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 세

계 각지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은 2019년 1월 2일까지 진행된다. 프랑스-

중국의 문화적 교류일 뿐 아니라, 무섭게 성장한 중국 사진과 문화의 힘을 느끼

게 한 이 축제가 앞으로 어떤 축제로 발전할지 더욱 기대된다.

샘 스튜어제는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공동 

디렉터이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Musée 
de l'Elysée의 디렉터였고, ELSE 매거진의 편집

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부터 아를국제사진축

제(the Rencontres d'Arles)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과 프랑스의 아

를국제사진축제는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사진의 영향력은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 커질 것이

라 생각한다. 중국 전역에는 거의 60개의 사진 축

제가 있다고 들었다. 때문에 이와 차별화될 수 있

도록,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수준의 사진축

제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력했다. 먼저, 그 해

의 아를국제사진제에서 열린 수많은 전시 중 8개

를 선정해,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 가져와 

다시 전시한다.  8개의 전시는 공동 디렉터인 롱롱

RongRong과 아트 디렉터인 베레니스 앙그레미, 

빅토리아 조나단과 함께 아를국제사진제 기간 동안 

만나 전시를 직접 보면서 논의하고 고르는데, 주로 

중국 관객들이 어떤 전시를 흥미로워할지, 어떤 전

시가 그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고, 그 해의 아를국

제사진제를 대표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해 초대할 

전시를 정한다.

참여 전시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올해의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은 국제적인 전

시나 지역작가의 전시, 어느 쪽이나 다 전문적이다. 

특히 사진 인화의 수준이나, 전시 구성 등 모든 면

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전시를 선정할 때,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가 있다. 하나는 작가가 말하려하는 바가 무엇이

냐는 작품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 어떻

게 전시를 구성하는가이다. 사진축제는 결국 전시

를 보여주는 장이고, 전시는 시각적인 설명(visual 

demonstration)이다. 우리는 예술가가 전시를 통

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주목한다. 작가는 사

진과 함께, 비디오, 설치 작업 등의 매체를 통해 전

시에서 자신이 전하고자하는 바를 표현한다. 우리

가 좋은 작가와, 표현으로서의 전시라는 두 가지 기

준을 가지고 참여전시를 선정한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초청국가 전시로 지메이x아

를 포토 페스티벌에서 처음 선보였다. 한국 전시를 

어떻게 보았는가?

한국 한미사진미술관과 송은문화재단의 전시를 보

면서 매우 놀랐다. 한국 사진전의 작품 수준이나, 

프린트 수준, 전시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 매우 인상

적이었다. 한국 사진의 3세대, 젊은 작가들의 작품

은 매우 다이나믹하고, 에너지가 넘쳤다. 

이번 축제에서 한미사진미술관의 송영숙 관장을 만

났는데, 그녀는 스스로 사진가이면서, 사진미술관

을 통해 사진을 소장하고, 큐레이팅하며 작가를 후

원하는 존경스러운 여성이다.  

아를국제사진제가 내년에는 50주년을 맞는다. 50

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가? 

혹은 한국 작가가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프로젝트

가 있는가?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있을 것

이다. 그런데 남한이 아니라, 북한과 관계된 프로젝

트로, 이 축제의 오프닝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 주

에 바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정부 측에 

북한을 방문해, 사진작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업

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북한작가들은 지구상에

서 유일하게 우리가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작가

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작

가들을 만나려 한다.  

“국제적 수준의 사진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 공동 디렉터, 샘 스튜어제 Sam Stourdzé  

▹ WU Mengyuan, 'from the 

series Falling' 전시전경

▿ Shen Wei, 'I Miss you Already' 

전시전경

▿▹ 'If Only The Sunlight Were a 

Stage Set' 전시 전경

지메이 시민광장 주전시장 

샘 스튜어제 아를국제사진제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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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 디렉터인 롱롱

(RongRong)은 교토, 베이징, 샤먼을 오가며 활

동하는 현대 사진작가이자, 중국 사진미술관인 쓰

리 쉐도우 포토그라피 아트 센터Three Shadows 

Photography Art Centre의 설립자이자 디렉터

이다. 롱롱과 그의 아내인 일본 사진작가 Iniri는 

2007년도에 중국에서 최초의 비영리 사진미술관

인 쓰리 쉐도우 포토그라피 아트센터를 설립했으

며, 국제 사진교류전 기획 및 국제 세미나, 심포지

움 등을 기획하며 중국과 해외 사진계의 교류를 이

끌어 왔다. 또한 중국 전역의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쓰리 쉐도우 포토그라피 어워드Three Shadows 

Photography Award를 매년 진행하며 후진 양성

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아를국제사진

축제 기획팀과 함께 공동기획으로 지메이x아를 포

토 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롱롱을 만나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전반에 대해 

들었다.

제4회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한

다. 올해 축제 전반과 눈 여겨 볼 부분에  대해 말해

달라. 

매년 아를국제사진축제에서 열린 8개의 훌륭

한 전시회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Jimei x Arles 

Discovery Award, 매그넘 사진의 거장 르네 뷔리

René Burri의 ‘Imaginary Pyramids’(상상의 피

라미드), 윌리엄 웨그만william Wegman의 ‘Being 

Human’, 매츄 가프소Matthieu Gafsou의 H+, 안 

레이Ann Ray의 ‘Les Incheves’ 등이다.

특히 중요한 전시중 하나는 지메이 아를 디스커버

리 어워드(Jimei x Arles Discovery Award)로 5

명의 큐레이터가 추천한 10명의 중국 사진가들

의 작업을 선보인다. 지메이 아를 디스커버리 어워

드의 수상자는 200,000 RMB(한화 약 3300만원)

의 상금과 다음 해 아를국제사진제(Rencontres 

d'Arles)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샤먼의 

새로운 창작지구인 북부해안지역구(North Shore 

Art District)에 위치한 More Art Museum에서

는 샤먼 지역 큐레이터와 작가들의 전시 ‘Local 

Action’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올해 축제에는 한국을 초청해 한국의 

1, 2, 3 세대 작가들의 작업을 한미사진미술관과 송

은문화재단과 함께 협력해서 전시했다.  

중국에는 각 지역마다 많은 사진 축제가 있다. 지메

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이 다른 중국 사진축제와 차

별화되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진 축제는 많지만, 어떤 전시는 ‘가짜 전시’ 라고 

생각한다. 많은 작품들은 현지에서 제작되고 인쇄

되지만, 오리지널 작품은 드물기 때문이다. 지메이

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전시작 대부분은 각 작가들

의 원본 작업으로 매우 희귀한 작업들이다. 사진의 

역사가 100년을 넘는 지금, 사진에 있어서 원본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중국 관객들이 원본 작업을 보

는 것은 중요하다. 대부분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 작

업을 봤었기 때문이다. 

전시와 작품 전반의 높은 수준이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다. 전시 큐레이션, 공간 분포, 각각의 다

른 주제를 담은 공간 디자인과 함께, 메인 전시장의 

동선이나, 오프닝 주간의 활동, 큐레이터의 작품 설

명, 관람객을 위한 무료 작품 안내 및 소통 등 모든 

전시 전반의  수준을 높였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많은 큐레이터와 비평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그

들이 샤먼에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워크샵

을 하며, 그들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지역사회에

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축제를 통해 대중과 상호소통하

는, 생생한 사진 축제라는 점이다. 우리는 아이들부

터 사진애호가, 전업작가, 사진 클럽 동호인 등 다

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테마를 잡고 소통

한다. 사진매체는 중국에서 새로운 시각 언어이다. 

과거의 교육을 받은 관객들은 이 새로운 시각언어

를 부분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좋은 

사진축제를 계속 개최하고, 이를 대중과 함께 나누

고 널리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샤먼의 지메이 지역을 축제개최장소로 선택한 이유

는?

지메이는 샤먼의 한 지역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선택했다. 지메이에는 몇 개의 대학이 있는 

교육지역이기도 한데, 특히 중국 애국자인 Chen 

Jiageng는 지메이 스쿨 빌리지(Jimei School 

Village)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메이는 새롭게 개발

된 지역구이며, 중국의 전통과 새로 개발된 지역의 

신선한 활기가 잘 조화된 지역이다. 우리는 이 지역

이 잘 자리 잡고 개발되기를 원해 이 지역을 축제장

소로 선택했다. 

지메이(Jimei,集美)라는 지역명도, ‘아름다움을 모

으다’는 뜻이다. 시각 언어로서의 사진과, 그 사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우리에

게 아름다움을 모은다는 ‘지메이’란 이름도 우연의 

일치로 잘 맞는다.

올해 축제에는 한국이 초청국가로 참여해 전시했

다. 전시를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는 이 축제를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사진축제

로 성장시키고 싶다. 이 축제는 아시아 각 나라의 

사진계를 주목했다. 1회와 2회 때도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큐레이터와 젊은 예술가들을 초청해 축제에 

참여시켰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초청국가였고, 

올해는 한국을 초청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깝다. 베이징에

서는 2시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그러나 의외로 문화적인 교류가 아직까지는 부족하

다. 그래서 아트 디렉터들과 함께 올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고, 한국의 사진계와 환경에 대해 조사했다. 

한국에는 많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었고, 한국의 

원로 작가부터 중장년층 작가 뿐 아니라, 젊은 작가

들의 작업 역시 매우 훌륭했고, 이런 발견은 우리

에게 큰 수확이었다. 올해 초대국인 한국전과,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우리 축제에 매우 큰 도움을 줬고, 

전년의 초청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

올해 축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주 성공적이다. 올해는 4년째로, 이 축제를 지속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관

객층이 다양해졌다. 첫 해에는 전문적인 관객층이 

대부분이었다면, 점점 일반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

다. 특히 젊은 관객들이 사진이라는 시각언어를 이

해하기 위해 우리 축제를 찾고 있다. 이 사진들은 

그들의 삶과 영혼을 풍요롭게 해준다. 샤먼 지역 관

객뿐만 아니라, 타이완, 홍콩, 상하이, 항저우, 청두

로부터 많은 관객들이 축제를 보기 위해 찾아 왔다. 

나는 그 많은 이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몇 천 마

일을 달려왔다는데 매우 감동했다. 이것이 바로 사

진이 가진 매력이다.

“사진매체는 새로운 시각 언어, 사진 원본작업을 보여줘야”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 공동 디렉터, 롱롱(Rong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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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이x아를 포토페스티벌 ‘포토컨버세이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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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니스 앙그레미와 빅토리아 조나단은 도어스 아

트 앤 컬쳐 에이전시Doors Art & Culture Agency

의 공동 설립자로,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아트 디렉터로 전시를 기획했다.  베레니스 앙그레

미는 16년간 중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798 다산지 

국제 아트 페스티벌Dashanzi International Art 

Festival(2004-2007)과 카오창 디 포토스프링 아

를 Caochang di PhotoSpring Arles 등을 기획했

다. 빅토리아 조나단은 2013년부터 중국으로 이주

했으며, 사운드워크 아트 콜렉티브의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베레니스와 빅토리아는 중국 내 

프랑스 대사관에서 문화담당으로 근무했으며, 중국

과 프랑스 문화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올해 축제를 준비하

며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축제는 4회째이다. 축제를 지속해서 여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1회 축제부터 중요하게 생

각하는 지점은 각각의 큐레이터에게 공간을 주는 

일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2개의 전시가 늘어났는데, 하

나는 프로젝트 룸에서 열린 MATJAZ TANCIC의 

3DPRK 전시이고, 다른 하나는 스페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펭 리FENG LI의 <White Night In Arles> 

이다. 전시 초청국은 한국 사진전이다. 크고 훌륭

한, 두 개의 메인 전시장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선

보여서 기쁘다. 젊은 작가와 큐레이터에게도 기회

를 많이 주려고 해서, 플루테이션FLUCTUATION이

나 미아 콜렉티브 아트MiA Collective Art와 같이

매우 젊고 흥미로운 팀의 전시도 선보일 수 있었다. 

사진 뿐 아니라 사진과 타매체의 크로스 오버 프로

젝트 전시들도 다양하게 선보이려고 했다.

전시와 함께 중요한 것이 두 개의 시상식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지메이x아를 디스커버리상’과 

2017년부터 시작한 ‘지메이x아를- 마담 피가로 여

성사진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사진상의 심사위

원을 특히 신경써서 초빙했다. 심사위원들로는 사

진계 전문가 뿐 아니라, 다른 영역, 특히 미술계 인

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최근 젊은 작가들

은 사진작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 매체로부터 작업

을 시작한 경우도 많고, 매체를 굳이 한정짓지 않는

다. 사진은 현대미술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이 많다. 그렇기에 우리는 데이비드 초David Chau

같은 미술계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했는데, 그

는 상하이 컨템포러리 아트페어인 Art 021의 설

립자이자, 중국의 저명한 아트 콜렉터이기도 하다. 

중국 UCCA(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 t)의 디렉터이자 중국현대미술전문가인 필

립 티나리(Philip Tinari) 역시 심사위원인데, 

UCCA는 젊은 작가들을 성장시키며 중국 현대미술

을 이끄는 유망한 작가들을 배출해 왔다. 이렇게 미

술계 권위있는 인물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면서, 

중국 사진작가들에게 현대미술과 아트마켓에 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의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다. 

전체 전시구성방식에 대해 말해달라. 공간 연출이

나 동선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나?

아를국제사진제에서 활동하는 2명의 공간연출자

(scenographer)가 왔는데,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

는 것은 행운이다. 이번 아를국제사진제의 전시를 

가져오며, 그들과 일한 건축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

너와 함께 일했다. 

전체 전시 안에 각각의 분리된 공간으로, 개별 전

시들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각 전시의 

큐레이터와 참여 작가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공

간 디자이너와 함께 일했다. 전시를 보면 한 전시에

서 다른 전시를 건너다 볼 수 있는 창과 같은 공간

이 있다. 작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전체 공간을 구성

했다. 주전시 공간이 약 300평 가량의 크고, 평평한 

공간이기 때문에, 각전시마다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막게 되면 너무 답답하고 분절된다. 각

각의 전시마다 개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전시 너머로 작품이나 다른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창문이 난 벽면 형태로 공간을 구성했다.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서는 포트폴리오 리

뷰 같은 부대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전시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워크샵과 강연, 심포지

엄, 퍼포먼스 공연, 포트폴리오 리뷰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 리뷰는 

국제적인 작가 및 전문가를 리뷰어로 초청한다. 이

틀에 걸쳐 진행되는 포트폴리오 리뷰는 16개 섹션

으로 나눠 20분간 진행되는데, 해외 리뷰어를 위해 

통역이 준비돼있다. 참여율도 높아서, 올해 모든 세

션의 포트폴리오 리뷰가 미리, 모두 예약됐다. 이밖

에도 오프닝 주간의 강연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운

영하는데, 축제 기간 내내 작가들의 워크샵이 매주 

열린다.

두 디렉터 모두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중국 

사진의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 사진은 매우 흥미롭다. 중국에서 예술사진

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 1980년대 까지는 오

직 극소수의 사진작가만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 프

로파간다 형태의 기록사진을 제작했다.  80년대부

터 젊은 사진작가들이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사

진을 시도하며 이를 발전시켰고, 90년대 이후에는 

RongRong과 같이 좋은 작가들이 늘어나며 작가

층도 넓어졌다. 젊은 사진작가들의 작업은 독창적

이고, 예술적이었다. 젊은 작가들의 작업세계는 비

디오 메이킹이나 이미지 메이킹 등 다른 분야에도 

능동적으로 열려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를 

사진작가로 부르기 보다는, 예술가로 불리길 원한

다. 이 새로운 세대 작가들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 

자신’(Self centered)에 대해 더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올해 전시작들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경향이 있는

가?

올해 전시에서는 사진 아카이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들이 있다. 재밌는 점은 새

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역사 아카이브 사진에 관심

이 많다는 것이다. 아카이브 사진은 단지 기록과 보

존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술의 방식이기도 하다. 

젊은 작가들은 아카이브 사진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자신들의 

삶과 혼합해 새로운 형태의 작업을 만들곤 한다. 이 

아카이브 작업들은 매우 흥미로운데, 그들은 아카

이브 사진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다. 가령 후 웨이Hu Wei의 작업을 보면 중국

의 ‘광장’ 사진을 아카이빙했다. 중국 도시 중심에는 

항상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이 역사에 어떻게 반영되

는지, 또한 광장의 의미가 중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의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라우 웨이Lau Wai나 레이 레이Lei Lei의 작업 역

시 아카이브 사진들을 활용해 보여주고 있다. 그들

은 필름 클립이나, 포스트카드, 프리 마켓에 나온 

빈티지 앨범 등 옛날 사진들의 아카이브를 작가의 

상상력과 결합한 콜렉티브 작업을 통해 우리가 과

거를 어떻게 읽는지, 그 시대의 이미지는 지금 관점

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다. 

루벤 런드그렌(Ruben Lundgren)과 티모시 프

러스(Timothy Prus)가 기획한 <Anything That 

Walks - Vernacular Food Photography from 

China>도 중국의 음식 사진 아카이브로 아주 흥미

로운 전시를 만들었다. 티모시 프러스는 “아카이브 

사진이 단지 예술가의 소재로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 작업이기도 하다”고 말했

다. 아마 다른 작가들의 전시에서도 이런 흐름을 살

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작가들을 성장시키는 플랫폼 꿈 꿔”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아트 디렉터

베레니스 앙그레미 Bérénice Angremy & 빅토리아 조나단 Victoria Jona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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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series Proposal for Public Assembly/Encounter, 2018(ongoing) ⒸHu Wei

▵ I'm just Wan Chai girl, 2018.ⒸLau 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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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는 이 축제를 

대표하는 2개의 상이 있다. ‘지메이x아를 사진축제 

디스커버리상’과 여성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한 ‘지

메이x아를 사진축제-마담 피가로 여성 사진가상’

이 그것이다.

‘지메이x아를 사진축제 디스커버리상’은 5명의 큐

레이터가 중국 작가 2명씩, 10명의 작가를 추천해

서 그들의 개인전을 기획한다. 축제 오프닝 기간

에 개인전을 심사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

는 약 200,000 위안(한화 약 3200만원)의 상금과 

함께, 다음해 <아를국제사진제>에서 전시할 수 있

는 기회를 얻는다. 올해 후보로는 코카다이(1976), 

후웨이(1989), 레이레이(1985), 픽시리아오

(1979), 라우와이(1982), 사오루이루(1993), 셴웨

이(1977), 수지에하오(1988), 웡윙상(1990), 양웬

빈(1996)이 올랐다. 지난 해까지의 수상자는 펭리

(2017년), 리우시린(2016년), 그리고 주란킹(2015

년)이 올랐다.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서 레이레이

Lei Lei가 ‘지메이x아를 사진축제 디스커버리상’의 

4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1985년생의 레이레이는 

베이징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그의 ‘주말Weekend’ 작업은 오래된 잡지에서 가

져온 비디오 몽타주나, 옛 사진의 콜라주 작업이다. 

그는 “창작 과정에 카메라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

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사진작업이라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번 수상은 새로운 

파격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인 David 

Chau는 “심사위원들은 처음에 자신이 선정한 2명

의 작가들 이름을 적어서 냈는데, 모두가 적은 명단

에 레이레이가 있었다”며 “레이레이의 작업이 비록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아니지만, 그는 우리에게 

사진의 제한되지 않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했

다.  

한편, 여성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한 ‘지메이x아를 

사진축제-마담 피가로 여성 사진가상’은 픽시 리

아오Pixy Riao가 수상했다.  ‘지메이x아를 사진

축제-마담 피가로 여성 사진가상’은 중국에서 여

성사진가를 위한 첫 번째 상이다. 픽시 리아오는 

‘Experimental Relationship’에서 연하의 일본인 

남자친구와 함께 일상 속에서 남녀의 성역할을 바

꾼 실험적인 관계를 촬영했다. 픽시 리아오는 ‘지메

이x아를 사진축제 디스커버리상’의 후보에도 올라, 

주전시장에서  ‘Experimental Relationship’ 시리

즈로 개인전을 선보였다.   

픽시 리아오는 “상을 받을 줄 몰랐기에 정말 놀랐고 

기쁘다. 내 작업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이들도 있는

데, 내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축제가 국

제적이고, 좀 더 열려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싶

다”며 “앞으로도 ‘Experimental Relationship’ 시

리즈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축제의 공동기획자인 샘 스튜어제는 “그녀의 전시

는 매우 흥미로웠다. 중국-일본 국제 커플이자 연

상 여성과 연하 남성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작업은 매우 사적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이고 보편

적인 관계에 대한 작업이다”고 평했다. 이번 시상식

의 심사위원인 Yaël Blic-Ripert은 “모든후보자들

의 작업이 매우 수준이 높아서 심사하는데 많은 논

의가 있었다”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카메라 앞 

스테이지에 세우고 촬영한 점이 흥미로웠다. 이 작

업은 남녀간의 새로운 균형에 대해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고 평했다. 

‘지메이x아를 사진축제 디스커버리상’ 레이 레이

‘지메이x아를 사진축제 마담 피가로 여성 사진가상’ 픽시 리아오

지메이x아를 사진축제 디스커버리상 레이레이 시상식

▹ Lei Lei, 1700 Poses Of Human 

Gesture, Jilin Fine Arts Press, 1988

▿ Pixy Liao 廖逸君, The King Under 

Me, From the series, Experimental 

Relationship, 2011 © Pixy L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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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는 주변에서 이유 없이 자신을 감시하

고, 괴롭히고 있어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잘못된 믿

음과 집착이 계속되는 강박 증상이다. 상하이와 뉴

욕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미아 컬렉티브 MiA 

Collective는 이번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

스티벌>의 ‘크로스오버 포토그라피Crossover 

Photography’ 기획공모에 선정돼, ‘당신은 피해망

상이 아냐.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어. You Are Not 

Paranoid, Observe Yourself Being Watched’라

는 독특한 제목의 전시를 열었다. ‘크로스오버 포토

그라피’는 사진과 타분야 미디어가 결합된 실험적 

전시를 지원하는 기획으로, 미아 컬렉티브도 이번 

전시에서 사진과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

했다. 

미아 컬렉티브 아트 MiA Collective Art는 정우람, 

이영호, 첸 샤오 Chen Xiao, 루총Lu Chong, 루오

시유Luo Xiyu, 조나단 데이비드 스미스 

Jonathan David Smyth, 종진밍 Zhong 

Jinming, 주이첸Zhou Yichen이 참여한 다국적 

예술가 집단으로, 이번 전시에서 그들은 ‘현대 사회

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지 않은지, 무

엇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를 묻는다. 전시기획자

인 그레이스 노Grace Noh는 “인터넷 서칭을 하

다가, 쇼핑몰 같은 데를 누르면 창을 닫아도 여전

히 그 광고 팝업창이 따라다니곤 한다. 그 때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이 전시 아이디어가 떠올랐

다.”며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망으로 인해, 누군가 

한 개인을 따라다니며 항상 지켜볼 수 있으며, 반대

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런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을 모아 전시

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 중, 조나단 데이비드 스미스는 자신의 셀피 

작업을 주로 찍었는데, 벽이나 창에 비치는 흐릿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입양아였던 작가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자신의 정체

성을 고민했는데, 그는 사물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

을 찍으면서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

인하곤 했다. 그에게 사진은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

인 셈이다. 한국 작가인 정우람 작가는 사진을 찍고 

있는 자신의 그림자가 사진 속에도 나타난다. 그는 

“사진을 찍고 찍히는 것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

로, 대화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며 “내 사진은 결

국 카메라를 둘러싸고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서로간의 리액션, 말 없는 대화이다”고 설명했다. 

이 전시에는 관찰과 감시, 바라봄과 바라보는 대상

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작업부터, ‘본다’와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

을 던지는 작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중국이 정부차

원에서 ‘감시’와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중

국에서 ‘감시’와 ‘관찰’을 주제로 한 전시를 볼 수 있

다는 것은 그 자체가 흥미롭다. 

You Are Not Paranoid, Observe Yourself Being Watched 
미아 컬렉티브 아트 MiA Collective Art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주요 전시 1

Yichen Zhou & Xiao Chen, Communication#4, 2014, HD Video, 02’57’’, 

Loop ⓒ Courtesy of the artists

▵▵ 정우람(Woo Ram Jung), #470-004, 2010. Courtesy of the artist.

▵ 정우람(Woo Ram Jung), #256-009, 2010, Inkjet Print, 50 x 60 cm ⓒ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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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서 전

시중인 빅토리아 보이치에홉스카 Wiktor ia 

Wojciechowska의 ‘스파크 Spark’ 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내전에 

대해 다뤘다. 이 사진전은 <2018 아를국제사진제>

에서 뉴디스커버리 상, 대중인기상(New Discovery 

Award/ Winner of the Public Choice’s Award)

을 수상했다. 폴란드 출신의 빅토리아 보이치에홉

스카는 우크라이나 내전 현장과, 참전했던 군인들

의 인터뷰 영상과 초상사진을 촬영했다. 빅토리아 

보이치에홉스카는 “우크라이나 내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미디어에 많이 노

출되고 잊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곳에는 전쟁터

에 나가기 위해 훈련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

아와서도 전쟁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존

재한다”며 “‘스파크’라는 제목은 건물의 벽을 무자

비하게 뚫는 미사일에서 따왔다. 폭발이 바닥에 깔

리면서 터지기에 피해자들은 어디론가 숨을 수조차 

없다. 그 폭발과 함께하는 섬광을 ‘스파크’라고 한

다. 전쟁 피해자들은 결코 그 빛을 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전쟁의 희생자들을 만나 그들

이 전쟁으로부터 받은 영향, 트라우마와 갈등을 다

루는 것이다”며 “전쟁이 그들 삶에 끼친 영향은 내

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휴대

폰에서 수집한 사진, 비디오, 콜라주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빅토리아가 만난 우크라이나 내전 참전 군인들은, 

전쟁 이전에는 철학자, 정비공, 천문학자, 음악 DJ 

등 그저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다. 그들은 갑작스러

운 전쟁으로, 전혀 훈련받지 못한 채, 박물관에서 

훔친 무기를 들고 운동화를 신은 채 싸워야 했다. 

빅토리아에게 전쟁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의 

시선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있고, 끊임없

는 불안에 시달렸다. 여전히 전쟁터의 ‘스파크’를 보

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중간 중간, 멍한 얼굴에서, 

전쟁이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읽을 수 있다.

전시장 전면에는 한 군인의 휴대폰에 있던 동료군

인과의 기념사진이 있다. 빅토리아는 그 사진을 출

력해, 그 중 몇 명을 금박으로 덮었다. 금박으로 덮

인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금은 고귀한 가치를 의미한다. 사진 속에 죽은 군

인들에게 금박을 입힌 것은 그들을 기리기 위한 것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터

에서 사라지는 ‘영웅’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

겠는가? 그 금박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더라도, 이미 한 번 전

쟁을 겪은 이들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스파크 Spark
빅토리아 보이치에홉스카 Wiktoria Wojciechowska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주요 전시 2

Wiktoria Wojciechowska, Spark 106, Courtesy of the artist Wiktoria Wojciechowska, A bridge in Semenivka – one of the first front lines. Semenivka, ATO zone (war 

zone), Ukraine, March 2015. Courtesy of the artist

Wiktoria Wojciechowska, The Squad of Nine Killed and Eight Wounded, from the series of Golden Collages - Sparks, collage on picture from a soldier’s mobile phone’s, 2015-2016.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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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바닥에 해바라기 씨앗 껍데기라니? 

‘Anything That Walks -중국의 향토 음식 사진’ 

전시(기획: 루벤 런드그렌, 티머시 프루스) 전의 전

시장 안에 들어서면 바닥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해

바라기 씨앗 껍데기에 깜짝 놀라게 된다. 씨앗 껍데

기만이 아니다. 사람 키보다 큰 거대한 메뉴판이나, 

중국 어디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

와 간이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음식 사진이, 무

엇이든 하나라도 음식을 시켜야 할 것 같은 영락없

는 좌판 느낌이다. 관객들이 사진을 보다가 지치면, 

노점상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씨를 까먹고 그 껍질

은 바닥에 던져놓게 연출했다. 덕분에 이 전시장은 

26개의 전시장 중 가장 관객들로 붐볐다. 이 전시

는 중국음식사진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콜렉터의 

소장품으로 구성됐다.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에서는 매년 중

국 주요 사진콜렉터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소장가

의 이야기 Collector’s Tale’ 전시를 개최한다. 이전 

축제에서는 찰스 진Charles Jin이 소장한 만 레이

부터 메이플소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리처드 프

린스 등 세계적 대가들의 작품으로 전시했고, 또 중

국 사진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황지안펭

Huang Jianpeng의 소장품(친산롱, 주지지앙 그리

고 란지귀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올해는 중국 음식사진을 주제로 한 ‘Anything 

That Walks -중국의 향토 음식 사진’이 열렸다. 베

이징에 거주하는 Ruben Lundgren과 Timothy 

Prus는 레스토랑의 메뉴로 찍힌 사진이나, 식품 광

고용으로 찍힌 사진 등을 모아서 아카이브 전시를 

꾸렸다. ‘다리 달린 것은 의자 빼고 다 먹을 수 있다’

는 말이 있을 만큼, 다양한 식재료를 즐기는 중국 

음식을 생각하면, 그들이 왜 중국음식사진을 모으

기로 결심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햄으로 만

든 만리장성이나 통째로 튀긴 생선, 오리구이 등 박

력있는 음식 사진부터 개구리 튀김요리같이 희귀한 

음식사진까지, 다양한 중국음식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관객들이 전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

록, 마음 것 까먹을 수 있는 식용 해바라기 씨앗이 

항시 준비돼 있다.

Anything That Walks - 중국의 향토 음식 사진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의 주요 전시 3

◁◁ Study of vegetables, 

hand coloured photographs 

on cardboard, 1980s. 

Courtesy of The Archive of 

Modern Conflict

◁ Fish gasping for air, colour 

photograph, 1990s. Courtesy 

of The Archive of Modern 

Conflict

전시전경

전시장의 해바라기씨를 까먹는 관객들



 

다. 김중만이 두꺼운 질감의 한지에 작업했다면, 박

기호는 얇게 비치는 한지 위에 개발을 앞두고 버려

지고, 파괴되는 ‘빈 집’을 촬영한 사진을 프린트했

다. 그의 작업은 2세대 작가들의 작업 중 유일하게 

칼라 작업으로, 그는 부서지고, 버려진 재개발지역

의 집들을 4,5년간 꾸준히 촬영했다. 

이갑철의 풍경 작업에 대해 한미사진미술관의 김선

영 큐레이터는 “한국의 정신성, 원초성을 사진으로 

포착하는 작가로,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몸으

로만 체험할 수 있는 기(氣)를 사진 안에 끌어와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찍은 작업”이라 소개했다. 민

병헌의 흑백 누드 작업은 작가가 손수 암실에서 인

화한 사진들이다. 그는 가물가물한 듯, 흐릿한 색조

로 여체(女體)의 아름다움을 신비롭게 표현한다.  

김선영 큐레이터는 “한국 작가들을 1세대, 2세대로 

세대별로 나눠 정리하고 조명하는 기획전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각 작품마다 결이 달라서, 

어느 하나 모자라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잘 받쳐주

고 있다”며 “이번 축제에서 한국 작가의 작업에 대

해 다양한 형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도 한국 사진을 해외에 소개하는 단단한 교

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밍한다”고 밝혔다. 

박기호 작가는 “이 전시가 임응식 작가의 작업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든다. 임응식 작가의 

작업으로 한국의 역사를 보고, 이어지는 맥락에서 

우리 같은 다음 세대 작가의 작업을 볼 수 있다”며 

“작업을 설치하던 날, 페인트 시공을 하던, 나이 지

긋한 어르신이 임응식 작가의 작업을 지긋이, 오랫

동안 지켜보는 모습을 봤다. 그 분이 살아온 시간만

큼 보이는 시간의 깊이도 다른 듯 했다. 중국도 분

명 임 작가님이 찍었던 사진과 비슷한 시대가 있었

을 테니까. 그렇게 사진을 섬세하게 보는 중국 어르

신을 보며 새삼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변화하는 3세대 작가들

한편, 지메이 시민광장 주전시장에서 열린 한국 3

세대 작가들의 ‘같은 계절 다른 추억’전은 기억과 

사진의 본질적 관계에 대해 묻는다. 백정기, 정희성, 

하태범, 김승구, 유영진은 자신만의 언어와 관점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

유영진과 김승구는 익숙한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서로 다른 사진적 접근으

로 이를 시각화한다. 유영진은 학교나, 운동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다시 조합해서 시간과 

공간이 혼재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풍경

을 만든다. 김승구는 공원이나 아파트의 인공정원 

같이 한국의 공공장소를 촬영하는데, 그의 사진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케 한다.  

정희승은 장미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촬영해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상의 본질을 묻고, 하태범은 매스미디어가 

국가적 재난의 현장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 흰색 

오브제로 재현한 세계를 미디어와 같은 구도로 촬

영한 사진을 통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전시에서 

하태범은 사진과 함께, 그가 만든 흰색 오브제의 세

계를 부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함께 전시했는데, 

백색 세계를 파괴하는 실제 사람의 발이 오히려 비

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백

정기는 가을의 단풍풍경 사진을 단풍의 색소로 출

력한 사진작품을 선보였다. 이처럼, 3세대 작가의 

작업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변화가 지속되고 있고, 

매체 역시 다변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송은

문화재단 측은 “관객이 타인의 시각으로 해석된 계

절의 풍경을 바라봄으로써 개인의 삶 속에서 오직 

그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의 가치를 지

각하고 향유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 부인이자 심리학자인 Yaël 
Blic-Ripert은 한국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동양 작

가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진 속에 멈추는지 잘 아는 

것 같다. 어떤 작업은 매우 심플하지만, 그 메시지

는 철학적이다. 정신적인, 영혼의 이야기를 이미지

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중국 예술사학자

이자 평론가인 구 젱Gu Zheng은 “한국의 1세대, 

2세대 작가들의 작업은 매우 고요하고 정신적이다. 

동시대 중국 작가들의 작업에는 보기 힘든 감각이 

있다. 특히 풍경사진 작업은 매우 순수하고, 문학적

이다”고 평했다.

한 미 사 진 술 관 과  송 은 문 화 재 단 이  기 획 한 

‘Greetings From South Korea’ 전시는 이번 축

제가 마친 후 베이징으로 옮겨 다시 전시할 예정

이다. 이 전시는 오는 1월 13일부터 3월 10일까

지 베이징 쓰리섀도우 포토그라피아트센터(Three 

Shadow  Photography Art Centre)에서 열릴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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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왔을 때 우리 것이 더 잘 보인다고 했던가?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깨어나는 예민한 감각으로 

익숙했던 대상을 봤을 때, 새삼 새롭게 다시 보이는 

지점이 있다.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

에서 수많은 해외작가들의 작업을 보다가, 마주한 

한국작가들의 작업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한국 작

가들의 작업을 개개인별로 파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세대별로 구분해 한

국 사진을 처음 접하는 해외 관객들에게도 한국 사

진의 맥락과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특

히 돋보였다. 

<2018 지메이x아를 포토 페스티벌>은 2017년부

터 아시아의 한 국가를 주빈국으로 초청해 그 나라

의 사진작업들을 선보이는 전시를 열고 있다. 2017

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주빈국이었고, 2018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됐다. 

한국 전시는 크게 한국 사진을 3세대로 나눠 3

개의 전시로 소개했다. 한미사진미술관이 기획

한 ‘임응식-렌즈로 본 역사(History Through 

The Lens)’전과 ‘새로운 시대를 연 한국의 사진

가(Photographers-Reinventing Our Time)’전

이 한국 사진의 1세대와 2세대 작가들을 소개한다

면, 송은문화재단이 기획한 ‘같은 계절 다른 추억

(Same Seasons, Different MeMories)’전은 3세

대 작가들을 소개한다. 

‘새로운 시대를 연 한국의 사진가’ 전에는 김중만, 

구본창, 이갑철, 민병헌, 박기호의 작품을 소개했고, 

‘같은 계절 다른 추억’ 전에서는 백정기, 정희성, 하

태범, 김승구, 유영진이 참여했다. 

한미사진미술관이 기획한 1세대와 2세대 작가

들의 작업은 쓰리섀도우 샤먼 포토그라피아트센

터(Three Shadow Xiamen Photography Art 

Centre)의 2층에 전시됐으며, 3세대 작가들의 작

업은 지메이 시민광장 주전시장(Jimei Citizen 

Square Main Exhibition Hall)에서 열렸다. 쓰리

섀도우 샤먼 포토그라피아트센터의 1층에는 매그

넘 작가인 르네 뷔리의 전시가 열렸고, 건물 외부벽

면에는 박기호 작가와 르네 뷔리의 작업이 크게 설

치됐다.

 

역사의 흐름에서 보는 1세대와 2세대 작가들

1세대 임응식의 사진은 한국 전쟁을 전후한 우리 

사회를 기록한 작업이다. 전차 앞에서 지팡이를 짚

고 길을 재촉하는 노파의 모습이나, 전쟁으로 앙상

하게 불에 탄 나목(裸木)의 모습은 전쟁을 겪으며 

헐벗고 힘겨웠던 당시의 시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

여준다. 임응식의 작업이 한국 사진의 여명을 알리

며, 우리의 옛 역사에 대해 보여준다면, 이어지는 2

세대 작가들의 작업은 한국 사진의 새로운 전환점

을 제시한다. 

구본창의 ‘숨(Breath)’ 시리즈로 시작해, 김중만의 

‘상처 난 거리’, 박기호의 ‘빈 집’, 이갑철의 풍경으

로 이어지다 마지막으로 민병헌의 누드 작업으로 

마무리 된다. 구본창은 ‘숨’ 시리즈에 대해 “아버지

의 임종 때, 숨을 가쁘게 쉬고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작업을 시작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과, 동

물, 식물을 보며, 시간의 한계와 흔적에 대해 작업

했다.”고 설명했다. 김중만은 한국의 시골 풍경들, 

벌거벗은 나무들을 대형 한지에 프린트해 전시했

Greetings From South Korea
한미사진미술관 & 송은문화재단

지메이x아를 축제에서 만난 한국사진

좌로부터 구본창 작가, 한미사진미술관 김선영 큐레이터, 한미사진미술관 송영숙 관장, 

INRI 쓰리 섀도우 포토그라피아트센터 설립자

쓰리 섀도우 샤먼 포토그라피아트센터 외관

이미지 제공 한미사진미술관, 송은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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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응식-렌즈로 본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연 한국의 사진가>

▵ Limb Eung Sik, Morning(Busan), 

1946 .Courtesy of the artist.

▹ Limb Eung Sik, Naked Trees(Busan), 

1953.Courtesy of the artist.

Koo Bohnchang, Breath 01.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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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370, Gelatin silver print, 2010ⓒMIN Byung-Hun

▵▵ Bonghwa, 2004 ⓒLEE Gap Chul

▵ Tongil-ro, 2013 ⓒPARK Ki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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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Fishing, Pigment print, 160 x 200cm, 2014 ⓒ김승구

▵ NOWHERE_119; 45, Pigment print, 70 x 100cm, 2013 ⓒ유영진

▵▵ Ha Tae-Bum, Syria 1, 2016 

▵ Beak Jungki, Is of: Mt. Seorak in Autumn # 5, 2012

◁ Chung Heeseung, Untitled #12, from the series Rose is a rose is a rose, 2016

<같은 계절 다른 추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