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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작은도시는사진의수도가될운명”이라고작가미셸투르니에가말했다. 프

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빛은 예전부터 화가들이 사랑했음을 기억한다면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없다. 사진작가 Lucien Clergue과 큐레이터 Jean-Maurice

Rouquette가 공동설립한‘아를사진축제’를 통해 아를은 또 다시 도시의 운명을

바꾼셈이다. 매년 여름에 열리는 아를사진축제는 올해 47회를 맞았다. 축제는 7

월 10일개막해9월 25일까지열린다. 

올해‘거리’섹션에서는 거리 사진의 역사를 재검토한다. 특히, Eamonn Doyle,

시드 그로스Sid Grossman, Christian Marclay을 조명한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새로운접근방식은‘Platforms of the Visible’로주목하고‘After the War’에서

는 전쟁을다룬Yan Morvan의 작품을 전시한다.  Don McCullin의 분쟁 지역을

다룬위대한사진작가를만나볼수있다. 

한편, ‘아프리카 팝 Africa Pop’섹션은 Addis Foto Fest-the Addis Ababa

photo festival의 디렉터 Aida Muluneh와 LagosPhoto festival의 디렉터인

Azu Nwagbogu 등의협력으로이루어졌다. 아프리카의사진은Nollywood film

studios의 영향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Richard Minier, Thomas Mondo,
Madé Taounza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 말리의 음악그룹 Malick

Sidibé를통해 1960년대바마코스윙분위기를즐겨본다. 

‘Western Stories’섹션에서는 Joé Hamman and Jean Durand이 촬영한 영화

를통해미국서부로초대한다. 이번 사진축제에서는스토리텔러로서의사진가들

을만날수있다. 기본적으로탐험가이기도한사진가들은 10여년동안남미의독

재에 맞선 60,000 명의 정치범 실종을 조사한 Joáo Pina와 Yan Morvan's 의
전쟁과낙태문제등을통해사회문제를돌아보게된다. 

올해는 매체의 미학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Hara Kiri

magazine과 9.11테러에 대한 사진아카이브전을 마련했다. 이 기회를 통해 특히

Hara Kiri의 커버를장식했던 Charlie Hebdo의 포토몽타주오리지널작품을만

날수있다. 

올해강화한점은Dummy Book Award 부분이다. 사진가 Stéphanie Solinas를
중심으로더미북을심사한후수상자에게는다음해출판할수있는권한을준다. 

2002년부터 루마재단(LUMA Foundation)에서 후원하는 d’Arles’top prize는

예술계의거장 5인이두명의아티스트를추천해선정한다. 심사위원의투표를거

쳐선정된수상자에게는 25,000유로의상금이주어진다. 

전시일정 2016. 7. 10 ~ 9. 25,  전시장소프랑스아를

Arles 2016, 7월 10일 개막

ⓒHara Kiri Photo

ⓒCharles Freger - YOKAINOSHIMA ⓒMaurizio Cattelan/Pierpaolo Ferrari - TOILETPAPER

ⓒTear My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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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아트바젤>과시기를맞춰열리는 <포토바젤Photo basel>이 지난 6월 15

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스위스바젤에서열렸다. 2015년시작해올해로 2회째를

맞은 <포토바젤>은세계적으로유명한 <아트바젤>과같은도시, 일정에맞춰서열

린다. <아트바젤> 기간 동안 방문하는 콜렉터나 작가, 미술계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서이다.     

2016년 <포토바젤>은 Volkshaus Basel로 장소를 옮겨 개최됐고, 올해 30개의

갤러리가참여했다. 

취리히의 Fabian + Claude Walter Galerie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와쿠바컨템

포러리사진전을개최했는데, 이전시는 1960년대쿠바혁명이후사진이어떻게

쿠바에서 가장 중요한 아트씬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줬다. 알베르토 코르다

Alberto Korda나 르네뷰리Rene Burri가 찍은체게바라의유명한초상사진이

어떻게쿠바의사회주의와혁명에영향을미쳤는지, 현재까지어떤이미지로남아

있는지도살펴볼수있다. 이밖에도쿠바혁명세대부터 1990년대이후까지활동

한쿠바사진작가들과, 쿠바의하바나에서현재활동하는젊은사진가들의작품이

공개됐다.

이번 <포토바젤>의 감독은 Sven Eisenhut과 Samuel Riggenbach이 맡았다.

‘Focus Series’로 특별전을 기획했는데, 초대작가로는 독일의 유르겐 텔러

Juergen Teller가 초청됐고, 미국의 Screen Projects 팀이 큐레이터를 맡은

<storyworlds>전을 가졌다. 또한 ’Focus Publisher'은 프랑스 출판자 자비엘 바

랄Xaview Barral이꼽혔다.

<포토바젤>측은 행사를 마치고 낸 공식 리포트에서“2회째 <포토바젤>에 약 1만

명이 방문했다”며“참여 갤러리들이 74%의 판매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

음제 3회 <포토바젤>은 2017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열릴예정이라전

했다.

전시일정 2016. 6. 15 ~ 6.19,  

전시장소스위스바젤

Photo basel

ⓒKahmannGallery_Sinke-VanTongeren_RoseateSpoobill_2014 ⓒPodbielski-Contemporary_Reich_Siren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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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From>뮤지움에서는 사진가 Henk Wildschut

의 <Jungle to City>전이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렸다. Henk Wildschut는

2005년부터 프랑스의항구도시인 칼레(Calais)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의난민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칼레는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난민들이 몇

개월동안머무는중간기착지로‘정치적’도시로변모한지오래되었다. 지난해

난민 문제로 두 어 차례 세계뉴스에 보도되었지만 실은 10여년 전부터‘난민캠

프’가있었던곳이다. 

프랑스항구도시칼레는지난 10여년동안유럽의중심부에위치한지리적이유

로난민과서부유럽강대국사이에놓여있었다. 난민과영국, 사이트에크로스를

기다리는망명자들에게는집과같은곳이지만정글이라는별명을갖고있다. 정글

이라는 별명처럼 도시가 점점 더 난민캠프의 형상으로 변화해왔다. 작은 도시는

점점더정글처럼변해가다가지난 2016년 2월 29일에프랑스당국의지시로철

거되기시작했고수천명이이곳을떠나야했다.  

Henk Wildschut이 담은 <ungle to City>의 영화적이미지사진은난민들이머

무는캠프의성격이어떻게빠르게변모하고있는지보여준다. 

임시 거처이지만 집, 레스토랑, 교회, 사원을 기록했다. 캠프가 얼마나 도시처럼

변모해가는지를알수있다. 

Henk Wildschut의작업은다큐멘터리적이지만시적인감정을담고있다. 그동

안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미디어를 통해 익숙해진 난민의 이미지와는 다

르다. 그의 사진은현재의위기와복합적인문제를깊은통찰력을갖고들여다보

길권하고있다. 

2011년에 <Shelter>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시리즈는 칼레 주변 숲에 흩어져 살

고있는난민들이지은오두막사진이게재되었다. 난민들이거주했던이곳은이

제자연으로돌아가고있고, 임시거처는희미한흔적으로남아있다. 

1999년에난민야영지가사회적으로알려졌다. 프랑스당국이통제함에도불구하

고다양한모습으로 도시주변에나타났다. 

유럽의난민위기는정치적, 사회적현실사이복잡한긴장으로얽혀있다. 

전시일정 2016. 4. 8 ~ 6. 5 

Henk Wildschut, From <Jungle to City>

ⓒCalais December 2015 Henk Wildschut ⓒCalais February 2016 Henk Wildschut

ⓒCalais November 2015 Henk Wildschut ⓒCalais July 2015 Henk Wildsc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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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가 프랑스 파리의 라 캐피탈 갤러리(La Capitale Galerie)에서 오는 7월

12일부터 30일까지초대전 <The Window>를연다. 

이번 파리전시에전시되는작품은백승우가지난 2009년에첫선을보인 <The

Widow> 의 후속작 <The Window> 시리즈로, 그가 8년간 작업했다.  <The

Windows> 시리즈는삶에대한인식과재인식의간극을보여준다. 호텔리어로근

무하는백승우는, 호텔안에있는창을통해물리적조망과가시적미감의프레임

을담았다. 

호텔은 지리적으로보통좋은곳에위치하는데, 백승우는이런호텔의수많은창

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세상의 의미를 살핀다. 사진 속‘창’은 시각적 조

망과보편적인시야를넘어인식의창에이르는거울과같은셈이다. 

그의 <The Window> 시리즈는개념주의사진가이자대지예술가인 존팔(John

Pfahl)이 발표했던 <Picture Windows Series 1978-1981> 영향을 받았다. “모든

사진은창으로부터시작하여창으로부터끝이난다. 삶이그러하듯이창을배제한

이미지는없으며창이없는사유란없다. 창은곧거울이며거울은곧창이다. 나

의 픽쳐 원도우는 창으로 만난 나의 거울이다. 창을 통해서 바라본 지각

(perception)이자 환영(illusion)이며 나의 영원한 삶의 감각이다. 평생 보듬어야

할마음의거울로서곧내인생의프레임이다.”라는존팔의말을, 그는자신이평

생생활한호텔의창을통해재해석하려한다. 이를통해, 창은현실과환영의공

간으로서, 자아와타지를바라보는인식과재인식을동시에보여준다. 

백승우는사진작가이자, 호텔리어, 교수, 문화재해설가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

하고있다. 그는지난 2013년 일상을담은사진에세이집 <약수동출근길>을출간

했고, 최근에는영문사진에세이 <My Korea>를출간했다.

전시일정 2016. 7. 12 ~ 30

전시장소라캐피탈갤러리(La Capitale Galerie)

백승우 <The Window>

ⓒ백승우, The Window Andaz Tokyo Japan November 2014 ⓒ백승우, The Window Hyatt Regency Osaka Japan January 2013

ⓒ백승우, The Window Grand Hyatt Seoul Korea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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