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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도 그 숫자를 외운다. 1306으로 시작되는 그 여덟 자리 숫자. 군번. 집 떠나 살던 20대 후반에는 

제 생일도 찾아먹지 못하던 위인이 군복을 벗은지 어느덧 20년째인데도 군번은 물론 입대일과 제대한 날짜

를 기억하고 있다. 스무 살이던 그해 3월7일, 나는 논산훈련소 입구에서 더벅머리를 깎았고, 스물두살이던 

그해 8월10일, 나는 ‘따블백’을 메고 서울로 복귀했다.  

사진가 이규철이 내 앞에 펼쳐놓은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훌쩍 22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가 있었다. 

특히 내무반 바닥에 ‘원산폭격’을 하는 사진이나, 바짝 군기가 들어 있는 신병의 굳은 표정, 철조망 앞에서 

편지를 읽는 모습, 담배를 피우거나 샤워를 하는 장면을 나는 쉽게 지나치지 못했다. 거기 내 스무살 푸른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 그때 나에게 쏟아지던 고참들의 쇳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대가리 박아!” “어쭈, 동작 봐라” “노래 일발  

장전” 전투화를 닦던 구두약과 ‘짬밥’(혹은 식당) 냄새가 화약 냄새보다 더 생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생각난다. ‘이빨을 보였다간 맞아 죽던’ 신병 시절, 작대기 두 개가 얼마나 부러웠던가. 제대 한 달을 앞둔  

고참은 그야말로 무슨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매번 속아왔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6학

년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중1때는 중3형들이 어른처럼 보였고, 고1때는 고3선배들이 세상을 다 아는 성인

(聖人)처럼 보이지 않았던가. 그러나 정작 그 나이에 이르러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 이 같은 ‘배신감’이 

어디 나 혼자만의 체험이랴.  

사진이 일상화한 이후, 사람들은 저마다 통과의례를 사진에 담아왔다. 첫돌, 입학과 졸업식, 결혼식, 회갑연 

등을 기록한 사진들은 각자에게 중요한, 아니 결정적인 알리바이이다.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간혹 삶이 

무겁고 구차스러울 때 그 사진을 꺼내 들고, 그때 가졌던 꿈과 각오를 떠올리며, 다시 불끈 주먹을 쥐곤   

한다. 

통과의례 사진이 갖고 있는 힘은 그 사진이 갖는 일회성과 개인성 때문이다. 통과의례는 언제나 단 한 번이

고, 사진 속의 인물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저마다 주인공이다. 통과의례 사진은 개인사의 압축 파일

인 것이다. 

군대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규철의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기능은 각별하다. 

이규철의 군대 사진은 분명 한 사람의 젊은 병사를 찍은 사진이다. 하지만 그 사진의 얼굴, 실존하는 유일무

이한 피사체는 지워진다. 그 자리에 그 사진을 보는 관객의 얼굴이 들어선다. 이규철은 ‘한 사람의 군인’을 

찍었지만,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의 초상을 찍은 것이다(영화 <친구>를 본 386세대들은 모두 ‘저건 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야’라고 말한다고 한다). 사진의 사회적 기능이 이렇게 큰 경우란 흔치 않다. 

  



군대에서 사진병으로 근무했더라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병영의 일상을 포착하고 그것을 오래 간수해온 이규

철의 작가 정신은 빼어난 것이다.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이상한 병사(그는 사진병이 아니었다)

에게 총 대신 카메라를 허락한 지휘관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 지휘관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 사진 역사

는 아직도 제대로 된 ‘병사의 얼굴’을 소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권 후보 아들이 병역을 기피했느냐, 안 했느냐, 허 모 일병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수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등의 문제를 놓고 매체들이 연일 시끄럽다. 하지만 나는 이규철의 

이번 사진전 옆에다 위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끌어다 놓고 싶지 않다. 시대적 맥락은 저 사진 속의 젊은  

병사는 물론, 여기 이 중년의 관객의 내면에 이미 작동해 왔거니와, 좋든 나쁘든 이른바 ‘군사문화’는 우리들 

무의식의 차원으로까지 내려가 있지 않은가. 오늘 밤 꿈속에서 ‘기상!’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