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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북 라운지 프로젝트
PHOTOBOOK LOUNGE PROJECT

‘PHOTOBOOK LOUNGE PROJECT’는 한미사진미술관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순수사진전공의 협력 하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진집 전시 프로젝트이다. 1년에 

4번 유동적으로 일정한 주제에 맞게 사진집을 선별하고, 개별 사진집들의 조사 

결과물을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한미사진미술관 내 리서치 센터에는 현재 2,000여 권이 넘는 국내 및 해외 

사진가들의 사진집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진집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관에서 소장한 사진집들 중 국내에 

비교적 많이 소개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진집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PHOTOBOOK
LOUNGE

PROJECT
01. PORTRAIT 포트레이트

기 간  2015. 6. 20 ~

장 소  한미사진미술관 20층 라운지

주 관  한미사진미술관

협 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순수사진전공

첫 번째 ‘PHOTOBOOK LOUNGE PROJECT’의 주제는 ‘Portrait 

포트레이트’이다. 사진 발명 이래로 포트레이트는 사진의 발전과 번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이자,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는 예술 

사진가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포트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강하게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의 “pour”와 

“그려내다”의 뜻을 지닌 “traire”의 결합에서 시작됐다. 즉, 이 단어에는 대상을 

정해진 영역에 고정시키려는 욕구와 또 다른 이미지를 그려내 생산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포트레이트는 기존 회화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다양한 조명과 빛을 활용하는 등 여러 종류의 형식이 존재한다. 또한 연출을 

가미하여 촬영자만의 창의성을 부각시키는 인물사진도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포트레이트를 주제로 한 사진집 중에서도 작가의 색깔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주목할 만한 사진집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사진집 전시와 

더불어 책 내용에 대한 개요도 함께 소개한다. 

‘PHOTOBOOK LOUNGE PROJECT’ is a newly launched exhibition project 
at 20th floor Lounge of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This project 
will be an exhibition of photography book collections of the museum in 
cooperation with Photography major, Master of Arts, Chung-Ang 
University. Four times a year, photography books will be selected under 
each main theme and the selected books will be presented to the guest as 
a result of research.

The research center of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has a large 
archive of over 2,000 Korean and foreign photography books and collects 
continuously various photography books. This project will introduce 
museums’ photography books which are lesser-known and has not been 
introduced to Korean public. 

The main theme of the very first ‘PHOTOBOOK LOUNGE PROJECT’  is 
‘Portrait’ . From the invention of photography, portrait photography greatly 
contributed the development and thrive of photography. It is a familiar 
genre to public, and fine art photographers who works in portrait 
photography are consistently coming on the scene. 

The origin of the word “portrait” is a combination of “pour”, meaning 
strongly fix and “traire”, meaning draw. In other words, the significance of 
“portrait” connotes both desire of immobilizing the object into a fixed area 
and desire of producing new images by drawing a different one from 
another. 

“Portrait” which has an ambiguous meaning, have various forms such as 
form that was influenced by paintings, form that utilize natural lights and 
artificial lighting and form that emphasize the creativity of the artist by 
adding directions etc.

The books of portraits which reveal the artists creativity were selected 
among various portrait photogrphy books for this project, and 12 books 
will be presented with summary. 

’

한미리서치센터

한미사진미술관은 2008년 한미리서치센터(사진집 자료실)를 개설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진가들의 사진집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본 100여 권을 포함하여 현재 약 2,000여 권의 

사진집을 소장하고 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나 한미리서치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한 자는 예약을 통해 소장 사진집을 열람할 수 있다. 사진 학술계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으로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한미리서치센터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용하길 바란다.

’

이용안내

1. 열람대상

 1)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2) 위 해당이 없는 경우 한미리서치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한자

2. 열람시간

 주 1회 (수) 오후 2:00~6:00      *사전에 전화 예약 (02-418-1315)

3. 열람규정

 1) 소장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열람 용도로 활용됩니다.

 2) 소장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이용자 개별 촬영과 복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기증자의 요청 또는 자료실 자체 필요에 따라 기록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규칙

 1) 물품보관: 필기도구 이외의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합니다.

 2) 신분확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3) 검색열람: 검색대에서 소장 자료 검색 후, 자료실에서 찾아 자유롭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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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 Yong
(1954-, China)

This Face (2011)

19.4 x 15.2cm
Hong Kong: Culture of China 

Publication Co., Ltd

『This Face』는 Xu Yong이 중국의 성매매업 노동자인 Zi U를 클로즈업한 
모습을 담아낸 작업이다. 500장 이상의 화면을 꽉 채운 얼굴의 
포트레이트로만 구성된 이 사진집은 하룻동안 촬영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마다 제각각의 표정, 화장, 빛 등에 의해 달라지는 그녀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이 사진집은 Zi U가 직접 쓴 16 페이지 가량의 글로 마무리 하고 있다. 
다양한 얼굴의 포트레이트와 책 마지막에 실린 그녀의 글을 보다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녀의 삶을 더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01 JH Engström
(1969-, Sweden)

La Résidence (2010)

24.9 x 18.3cm
Stockholm: Journal

JH Engström은 스웨덴 출신 사진작가로 2005년 런던 Photographer’s 
Gallery에서 주최하는 Deutsche Börse 사진상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이 사진집에는 그가 2003년 여름과 2006년 봄에 Espace Photographique 
Contretype에서 지원금을 받아 브뤼셀에 머무르며 마주친 다양한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다. 그리고 시, 노래가사 또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다양한 문구들도 함께 적혀 있다. 이 문구들은 사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혹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지도 모른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펼쳐 보아야 하는 다소 불편한 구조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새로운 도시에서 거주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을 통해 느꼈던 
사사로운 감정들을 잘 담아냈다.

Esther Kroon 
(1966-1992, The Netherlands)

Esther Kroon (2012)

24.1 x 17cm
Amsterdam: Van Zoetendaal Publishers/ 

Stichting Kroon Fotografie

Esther Kroon은 1992년, 25살의 나이로 과테말라에서 살해당했다. 
작업량이 많지 않았던 그녀는 2012년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포트레이트 작업이 
Van Zoetendal 출판사에 의해 사진집으로 발간되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진집에서는 그녀가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바르셀로나와 
암스테르담의 뒷골목에서 흑백으로 촬영한 어린이들의 포트레이트를 볼 수 
있다. 작품 속 어린이들은 주로 노동계층의 자녀들이거나 집시들이다. 
대부분 플래시와 함께 로우 앵글로 촬영되었고, 자신감에 가득 차 보이는 
어린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Miwa Yanagi 
(1967-, Japan)

Miwa Yanagi (2009)

24.1 x 18.8cm
Kyoto: Tankosha

Miwa Yanagi는 사진과 비디오를 주 매체로 작업 해오고 있다. 그녀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로 다룬다.
이 사진집은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일본관에서 선보인 그녀의 작업과 
비슷한 시기에 도쿄도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에서의 작업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 이 사진집이 발간되던 당시 1994년부터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My 
Grandmothers》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이 작업은 14살에서 20살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 5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인지할지에 초점을 둔 작업이다.

Roni Horn 
(1955-, USA)

You are the weather (1997)

29.2 x 24.1cm
Zurich: Scalo Publishers

Roni Horn은 미국 출신 작가로 조각, 사진,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 해오고 있다. 2014년 국제 갤러리에서 열렸던 
그녀의 개인전에서 《You Are The Weather》시리즈를 선보였다.
이 시리즈는 2011년에 완성된 Roni Horn의 주요 작업 중 하나로 
아이슬란드의 온천과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 한 여성을 촬영한 100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동일한 인물의 가득 찬 얼굴만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진집을 넘기다 보면 이 여성의 표정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온천의 뜨거운 물과 수영장의 차가운 물의 차이에서 오는 모델의 표정을 
통해 작품 제목처럼 관람객은 날씨를 추측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Rineke Dijkstra
(1959-, The Netherlands)

Portraits (2005)

33.6 x 25.7cm
Munich: Schirmer/Mosel

Rineke Dijkstra는 각 인물들의 특별한 상황 그 후의 모습을 담는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나온 사람, 투우 경기를 끝낸 직후의 투우사와 출산 직후 
어머니가 된 여성을 기록한 작업들이 대표적이다.
그녀는 대부분 긴 시간을 들여 작업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외적, 내적 모습을 포착한다. 그녀의 사진들은 배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촬영 대상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Portraits』의 표지는 해변 시리즈와 투우사 시리즈의 
일부이며, 사진집 안에는 이를 포함한 그녀의 대표작 대부분을 소개한다.

Koos Breukel 
(1962-, The Netherlands)

   Photo Studio Koos Breukel (2000)

32 x 24.8cm
Amsterdam: Calff & Meischke

Koos Breukel는 주로 인물사진을 촬영한다. 그의 사진들을 얼핏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초상 사진들과의 차별점을 알아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그는 나무로 된 대형 카메라를 사용하며, 자연광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인공 조명을 사용해 작가 고유의 톤을 만들어낸다.
그의 친구나 학생들, 예술가들,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자신들의 포트레이트를 촬영하러 스튜디오에 온다. 애초에 그는 
상처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진 속에 담아내고자 포트레이트 작업을 
시작했고, 이 점이 다른 작가와 그를 차별화시키는 지점이다.

Jeff Wall 
(1946-, Canada)

   Figures & Places (2001)

30.7 x 24.3cm
Munich: Prestel

Jeff Wall은 계속해서 사진을 주 작업 매체로 다뤄왔다. 이 사진집에서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그의 작업을 선별하여 선보인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을 통해 
촬영을 진행한다. 그는 마치 영화 감독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미리 
정해놓은 장소에 무대를 꾸미고 배우들에게 정해진 대본과 함께 연기를 
유도하고 조명과 카메라의 위치까지 완벽히 계산한다. 하지만 촬영 소재나 
주제는 대부분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Jeff Wall은 스스로를 “현대인의 삶을 그려내는 회화적인 사진가”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작업 방식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삶과 
의도된 연출 사이의 간극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다.

Annaleen Louwes 
(1959-, The Netherlands)

   Minor Details (2007)

24.6 x 20.1cm
Amsterdam: 

Van Zoetendaal Publishers

Annaleen Louwes는 주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기관, 매거진과 함께 상업 사진가로서의 활동과 예술 사진가로서의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Minor Details』는 그녀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촬영한 사진들을 모은 
사진집이다. 한 남성이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집의 표지처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을 담아냈다. 의미가 없는 
상황들이 그녀의 시선에 의해 사진 속에 담기게 되면서 저마다 이유를 갖게 
된다. 
그렇게 그녀는 소소한 포트레이트를 촬영한 4가지 시리즈를 모아 하나의 
사진집으로 만들었다.

Yasumasa Morimura 
(1951-, Japan)

 Daughter of Art History (2005)

25.9 x 21.1cm
New York: Aperture

Yasumasa Morimura는 스스로를 ‘미술사의 딸’이라고 부르며 램브란트, 
빈센트 반 고흐, 모나리자, 프리다 칼로 등 역사적인 인물이나 유명 명화의 
주인공으로 분장해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는 사진가이다. 
그의 작업은 남성이 여성이 되거나, 동양인이 서양인이 되는 등 
이분법적으로 정의 내려진 기존 개념의 틀을 부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고, 사진과 회화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작가는 본인과 비슷하게 영화 속 주인공 등의 모습으로 연출해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는 신디 셔먼으로 분장하기도 했다. 원작을 알고 
본다면 그의 작업을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Seiichi Furuya 
(1950-, Japan)

   Mémoires (2010)

25.9 x 20.7cm
Tokyo: The Sankei Shimbun

Seiichi Furuya는 일본 출신 작가로, 현재 오스트리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85년부터 ‘기억’과 ‘사실’을 재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업하고 있다. 
이 사진집에는 이러한 그의 작업의 시발점이 된 작품이 담겨 있는데, 1984
년부터 불치병을 앓고 있던 그의 아내 Christine Furuya-Gössler가 1987년 
함께 살던 아파트 9층에서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포트레이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Christine은 자신이 걸린 병으로 인해 언젠가는 가족의 곁을 떠날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진 속 그녀의 모습에서 슬픔과 환희, 절망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Seiichi는 그의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이 모든 
사진들을 모으며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했다. 
꽤 시간이 흐른 뒤 이 사진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그녀의 모습에서 슬픔만큼이나 미묘한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Larry Sultan 
(1946-2009, USA)

   The Valley (2010)

29.2 x 33.5cm
Zurich: Scalo Publishers

1977년 《Evidence》시리즈를 발표한 이후에 미국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던 Larry Sultan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The valley》시리즈는 로스앤젤리스의 샌 페르난도 밸리에서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과 함께 교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집을 빌려 사진을 촬영했다. 이 
지역은 미국에서 포르노그래피의 본 고장이라 불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업이 단순히 포르노그래피 영화 촬영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 시리즈는 현실과 환상의 모호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포르노그래피를 촬영하는 상황과 함께 나른한 오후에 휴식을 취하는 
배우들의 모습 또한 보여주며, 현실과 가까운 순간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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