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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살아 있다]! – 그의 개인전을 보고 나올 때, 또는 그의 사진집을 다 보고 책을 덮을 때,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이다. 배병우라고 하는 예술가의 생각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긍정

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자신, 인간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맛있는 것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연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인간이다. 

모든 것이 살아 있다 – 소나무 숲, 나뭇가지들, 꽃들, 바다, 수평선, 제주도의 한라산, 산들, 구름, 모든 것이 

그의 사진 안에서는 [살아 숨 쉬고 있다]. 왜냐면 그의 사진 안에는 진짜 [바람]이 불고, 진짜 [공기]가 존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는 것은 이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 나름대로 예술적인 의

도는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가가 찍은 사진 안에 어쩌다 우연히 

바람의 감촉이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해, 배병우에게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는 산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산으로 불어오는 진

짜 바람을, 소나무 숲의 잔가지와 잎사귀들을 흔들고 있는 진짜 공기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진 작품 안

에 실현하려고 한다. 마치 세잔느가 자신과 생트빅투아르산과의 사이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공간을 그 회화

작품 안에 [실현]하려 했듯이, 그러하다. 

그가 찍은 사진 안의 [바람]을 나는 수많은 한국 여행 중에 체험했다. 물론 그러한 여행의 대부분은 배병우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와는 벌써 10년 이상 사귀어 온 친구 사이다. 1996년 당시, 큐레이터로서 근무

하고 있던 동경 국립 근대 미술관에서 한국 현대 미술전을 기획했을 때 이후로 줄곧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 전람회 이후도 나는 (근.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술에 대해서도)한국 미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 방문을 거듭하는 사이에 그와는 더욱더 친해지게 되었다. 나는 한국에 갈 때 그는 언제나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었고, 그리고 그의 집이나 아뜰리에에 가서 나는 그곳에 머무른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날 그

가 운전하는 차로 서울을 출발해 때로는 신라의 고도 경주의 소나무 숲을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고향인 아름다운 항구 마을 여수에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행을 다닐 때마다 나는 

그가 사진 찍는 것을 지켜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럴 때, 그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사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휴식을 취하거나 그의 주변을 산보하거나 겁도 없이 그를 흉내 내 소나무 숲의 사진을 내 조그

마한 카메라로 찍어보거나 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 장소의 바람, 그리고 흐르고 있는 공기를 제대로, 현장에

서 느끼고 있었다. 

사진이란, 보통은 사람들, 자연, 일상이나 사회의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의 이미지를 그대로 찍는 것, 인간과 

세계를 이미지로 찍는 일이다. 그러나 배병우의 사진은 전혀 다르다. 확실히 소나무 숲, 바다와 수평선, 산, 

구름의 이미지를 멋지게 포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과정 또는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사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소나무 숲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것, 바다를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요동시

키는 것, 바다 끝에 있는 수평선과 바닷가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 산들을, 사람들을 만들어 내면서도  



사람들을 초월하는 것으로 존재시키고, 새로 창조하는 것, 구름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배병우의 독창성이 있다. 내가 아는 한 그야말로 사진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사진에 이러한 가능성의 

길을 연 사람이다. 그의 사진 작품을 사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술로서의 사진]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사진 안의 소나무 숲이 [호흡하고 있는]것은 그가 그 사진의 공간을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 안의 모든 것이 살아 있는 생명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과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소나무 숲은 어떤 때는 마치 진짜 인간 같다. 그의 소나무는 언제나 무리 지어 있고, 집단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각각은 모두 다르다. 어떤 것은 기뻐 보이며, 어떤 것은 슬퍼 보인다. 어떤 것은 춤추고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서 있기만 한다. 어떤 것은 소나무 숲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며, 무의식적으

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우리들 인간의 존재는 이러한 무리를 [송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우리

들로부터는 독립해 있으면서도 우리들 곁에 존재하고 있다. 

배병우는 한 사람의 동양인으로서 인류와 자연의 여러 가지 것(물론 소나무 숲에서 시작해서)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대립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인류 그 자체가 자연의 모든 요소 중의 하나이

며, 인간과 소나무 숲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연 안에서는 모두 평등한 것이다. 

그렇다 [자연의 앞에서는]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는]이다. 우리들 (인간과 소나무 숲)은 자연 안에서 함께   

살아왔다라고 배병우는 그렇게 믿고 있다. 양자가 통감하는 기억 안에서는, 즉 양자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

들이 탄생한 그 날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통된 생명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바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야말로, 결국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배병우에게 있어서, 그리

고 우리들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자연 그 자체인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여수를 방문했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여름이었다. 둘이서 돌산도까지 갔다. 

돌산도에서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의 유명한 바위가 있다. 그 바위에 기대어 우리들은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

는 기분 좋은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와서 우리들을 감싸고, 지나치며, 그리

고 우리들 내면의 깊은 곳에 뭐랄까 매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 그리고 그때    

내 곁에는 그 바람을 사진 작품 안에 실현하고 있던 한 예술가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경주의   

소나무 숲을 갔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가을이었다. 우리들은 산기슭에서, 소나무 숲에서 조용한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 오를수록 한편으론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났다. 그리고 더 이상 소나무 숲도 거의 없는 정상 가까이에 도달했다. 즉 그곳

에서 우리들은 두 개의 바람과 만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개의 바람이 만나는 것을 느낀 것이다. 

물론 그 때도 내 옆에서는 그 두 개의 바람을, 아니 두 개의 바람이 만나 하나가 된 바람을 사진 작품 안에 

표현한 예술가가 있었다! 목격자로서 말하지만, 배병우는 사진을 찍을 때 기법의 면에서 봐도, 예술적으로 

말해도 아무것도 특별한 일은 하지 않는다.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의 천재적인 감성, 어부와 같이 바람을  

읽고, 바람을 볼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 받은 감성 안에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배병우는 천재적인 

이른바 어부인 것이다. 

  



이 어부가 바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기다린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의 몸 자체가 끊임없이 바람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하늘로부터, 바다로부터, 대지로부터 불어오는 모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몸은 바람이 교차하는 

장소이며, 모든 바람은 이 교차점을 통과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불어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