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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은 수년간 한국, 일본, 중국의 동물원을 돌아다녔다.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다.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자연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갇혀있다. 우리가 산이나 들에서 동물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개나 고양이, 혹은 여러 애완용 동물들이 존재하지만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동물들을 만나기 위해

서는 부득이 동물원에 가야 한다. 동물원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며 감옥이자 그들을 격리시킨 병동

이다. 그런가 하면 그곳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장이며 과학적 지식을 제공받는 도서관이기도 하다. 문명

과 과학의 힘으로 야성의 자연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체계화, 명명화한 작은 레이블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동물을 학습한다. 인식한다. 동물원은 알다시피 기존 사회의 지식체계(혹은 이데올로

기)를 재생산하는 장소 중의 하나이다. 형태의 유사성, 닮은꼴에 의해 그려진 계보를 더듬어가며 이국적   

자연물을 인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연을 실질적으로 대면한다. 아득한 그 어느 시간부터 

지금까지 유전되어 온 한 개체의 몸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김병훈에게 의미 있는 일이

다. 그는 동물원이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물의 몸’을 찍고 있다. 동물의 이 개체적 몸이야 말로 그의 관심을 

자극하는 영역이다. 그에게 동물들의 다양한 형태, 몸은 하나의 자연이다. 그것은 좀 더 커다란 자연 속에서 

그것과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진화하고 적응해온 결과물이다. 그 하나하나의 자연개체들의 몸을 

관찰하고 지켜본 마음들이 한 장의 사진으로 부감되었다. 그러니까 동물의 몸이자 작은 소우주고 자연인 그 

대상의 활력과 기운, 섬세한 동세와 미묘한 감정과 호흡, 생리적 파동의 들락거림을 받아주는 그릇, 그들이 

지어내는 표정과 우아한 몸놀림 등을 흑백의 모노톤으로, 감각적으로 그려낸 그림사진이다. 그는 사진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처럼 사진을 건져 올린다. 대상과 사물을 보는 감수성 짙고 감각적인 눈들이 추출해낸 

정교한 구도와 날카로우면서도 유연한 프레이밍, 검은색의 여러 넓이와 깊이가 자아내는 색상은 질감과   

표피성을 촉각적으로 자극한다. 동시에 명료함과 불명료함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거듭하는 동물의 

느릿하고 여유로운 자태는 보는 이의 시선과 감정을 낙차 크게 이동시키면서 모종의 여운을 남긴다. 이   

여운은 단지 감정의 응고물로 침전되기보다 동물과 자연이란 대상에 대해 알 수 없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는 우선적으로 동물들의 골격과 정제되어 있는 형태를 관능적으로 더듬었다. 동물원에 갇혀있다 해도   

그것들은 자연 상태에서 유전되어 온 고유의 몸과 본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정된 동물원의 제도

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적응된 일정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 모든 자연물은 주어진 환경에 그렇게 적응해  

나간다. 본성과 후천적인 관습들이 맞물려 있고 그것은 그들의 몸에 각인되어 있다. 작가는 그 몸과 행동을 

조심스레 관찰한다. 사진은 사자와 호랑이, 표범, 코끼리와 코뿔소, 곰, 얼룩말과 사슴 그리고 원숭이와 공작

을 비롯한 여러 새들을 아름다운 흑백사진으로 보여준다. 대상을 온전하게 지시한다기 보다는 몸들이 지닌 

유선형의 자태와 골격들이 우선적으로 다가온다. 동물과 자연의 몸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구도 속에서 동물들은 근경으로 혹은 원경으로, 아니면 전체를 보여주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육박해 들어간 

시선에 의해 응고되었다. 그가 찍은 동물들의 몸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동물원 안에서 그렇게 한 자연으로

서 적응과 본성유지라는 길항 안에서 생을 영위한다. 모든 육체는 아름답고 더없이 슬프다. 생명 있는 것들

이 자신의 생을 보존하고 지속하기 위해 몸을 놀리고 쉬고 멈춰선 이 장면들은 동물원의 창살과 벽을 순간 

풀어버리고 차갑고 딱딱한 학명, 인간이 부여한 시스템으로 결코 가둘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자연이란 존

재를 꿈처럼 안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