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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진의 역사에서 컬러사진이 탄생한 후 색채가 다양하고 화질이 좋은 컬러사진은 차 사진계의 주류가 

되었다.  국 역시 개 개방을 거쳐 국민의 사상이 차 해방되고 컬러사진의 시 를 맞아 컬러사진은 

더욱 화 되었다. 이처럼 컬러 사진이 화 된 시 가 되었지만, 이후 디지털 사진이 화 되면서 

흑백사진은 국에서 다시 사람들의 심을 끌게 되었다. 디지털을 이용하여 손쉽게 흑백으로의 환이 가

능해 지면서 더욱 많은 사진가들이 흑백사진에 해 심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디지털사진으로 사진의 

화는 흑백사진으로 하여  새로운 흐름을 맞게 하 는데, 이에 따라  필름시 의 흑백사진과는 다

른 작품들이 선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사진가들의 다큐멘터리 흑백사진작품에 한 비교를 통하

여 국 근 의 흑백사진을 분석하 다.

■ 중심어 :∣흑백사진∣중국사진가∣작품분석∣다큐멘터리사진∣

Abstract

In the history of photograph, after the development of color photographs, those with multiple 

colors and high definition has gradually become the mainstream works in the field of 

photography. In the modern society of China that has been through reform and opening up, 

people's minds were increasingly liberated to widely accept color photos in terms of photography. 

Furthermore, the broad penetration of digital photography has brought together a new trend in 

the field of black-and-white photography. In line with this trend, more black-and-white 

photographs have appeared which are different from existing ones in the film-based period. In 

this recognition, the study seeks to compare the black-and-white documentary photograph works 

of Chinese photographers and analyze the modern Chinese black-and-white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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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도입

1.1 연구 목적
흑백사진이라고 하면 ‘아날로그’ 방식의 사진으로만 

생각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흑백 사진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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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백으로 이루어진 색채의 단일성과 함께 주제를 돋보

이게 할 수 있고, 강렬한 색상으로 표 하는 컬러사진

만큼 흑과 백의 비로서 이미지를 강렬하게 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 기록 사진의 선구자로 일컫는 사진가

들의 다큐멘터리 흑백 작품을 분석하여 흑백 사진만이 

갖는 분 기에 하여 연구하고, 아울러 이런 다큐멘터

리 흑백 사진이 근    국 사진에서 역사성을 

갖는 지 와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먼  국의 근 사에서 사진이 도입된 시기의 역

사를 살펴보고 국에 사진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어

떤 의미를 갖는지 본다. 국 사진을 이해하려면 과거

의 국 사진의 시작과 과정에 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인 다큐멘터리 흑백사진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처음에는 그들의 사진을 살펴보며 작

품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작품들이 사회 으로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에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세 명의 표 인 사진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는데, 시에 하롱(Xie Hailong，谢海龙) 은 ‘호  로

젝트 (Hope project. 希望工程）’ 작품을 통하여 교육시

설이 부족한 국 산간벽지의 마을을 촬 하 다. 호 

뎅 (Hou Denke，侯登科)는,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국 오지마을을 촬 하 다. 샤오 촨(Xiao Qhan，肖

全) 은, 'Our generation（我们这一代）' 시리즈를 통해 

국 술인들의 인물사진을 남겼다.

II. 본 론

1. 중국 역사 속 사진의 도입 
랑스 과학원에서 은  사진술이 에게 발표되

기 얼마 인 1839년, 제1차 아편 쟁( 국의 국 침

략)이 발생했다. 1842년 청 당국은 불평등 조약인 -

 난징조약을 체결하 고, 동 조약은 국의 5개 해안 

도시인 우, 푸 우, 샤먼, 닝보, 상하이를 각 개방하

도록 하 다. 각 나라 상인과 사 단이 을 이었으며 

상당 수의 특혜 세가 허용되었다. 이는 늘어나는 외교

와 경제 교역 속에서 국에 사진이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2차 아편 쟁 이후, 사진은 국 정치, 경

제, 문화 부문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아가 국의 장

기 쇄국 정책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간 후, 사진 기술

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에 쏟아져 들어왔다. 서구

화 움직임 속에서 사진은 국 역에 서구 근  과학

의 하나로 퍼져나갔다. 가장 기, 국에서 활동했던 

사진가들은 외국인이었다. 국에 한 첫 사진은 스 

아이티어(Jules Itier) [사진 1]가 은 것으로, 그는 

국에 사진을 처음 들여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

의 기 사진술은 주로 생계의 수단으로 들어왔으며, 

소수의 몇몇 학자들만 이를 술의 하나로 간주하 다. 

국에서의 사진은 홍콩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홍콩에

는 가장 많은 사진가가 있었고, 지역 주민  여행자들

이 사진을 촬 할 수 있는 사진 도 다수 있었다. 1870

년 홍콩에서는 이미 사진이 그림을 체하여 사람의 모

습을 그 로 보여주는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었다. 

국 본토에서는 우가 최 로 상업 사진가가 나타난 

곳인데, 이들은 상하이로 가서 사진술을 폭 으로 발

시키기 시작한다[2].

사진 1. 실제 반역자를 촬영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사진[11]

사진 2. 1844년 줄스 아이티어가 프랑스 파견단과 마카오 
남부만에 도착해 촬영한 중국의 최초 보유한 사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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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국에 도입된 후 50여 년 간, 사진의 여러 장

르 에 상 사진이 우선이 되었다. 일부 학구 인 사

진가들은 이를 사회 상을 기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용하 고, 그 후 기록으로서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인

지되게 되면서 사진은 더욱 빠르게 발 하게 되었으며, 

거의 국의 모든 도시에 사진 이 출 하 다. 

사진 3. 1930년 경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링롱
       （玲珑）이라는 여성 패션 잡지의 표지이다[13].1 

그러나 20세기 , 의화단 운동이 발생하면서 국 

사진계에 큰 향을 미친다. 부분의 사진 은 강제로 

업을 종료하 고, 많은 사진가들이 이에 타격을 받았

다. 특히, 베이징의 규모 사진 들이 주요 탄압 상

이 되었다. 1901년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외국 사업가에 

의해 지어진 사진 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인 사

업가들의 사진 을 견제하면서 사업을 확장하 다[3].

사진 4. 서태후의 메이크업 사진[14]2 

1 동 사진은 킨 타이라이 (Qin Tailai) 라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

진가가 은 것으로, 당시 가장 유명한 사진가 다. 그는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과 스타들의 사진을 촬 했다.

1950년 부터 1960년 까지에는 컬러 필름이 국 

시장에 소개되었는데, 비싼 가격 때문에 몇몇 뉴스나 

미디어 계자들만 한정 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후 80년  정도 까지 컬러 필름이 인기를 끌었다. 

국의 개 과 개방 이후, 사람들의 생각이 차 변

하기 시작했다. 경제 발 과 함께, 사진이 디지털화 시

에 이르게 되었다. 간단한 작동과 렴한 비용이 업

계의 유행으로 자리하 다[16]. 

2. 중국 다큐멘터리 흑백 사진의 분석 및 사회적 
영향 

2.1 중국 다큐멘터리 흑백 사진 분석 
2.1.1 ‘호  로젝트’ 시에 하롱

시에 하롱은 국의 사진가로 1990년  부터 10년

간 128개  26개 성을 여행하며, 빈곤한 산악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촬 하는 ‘희망 로젝트’를 진

행하며 1만여 장을 촬 하 다[9]. 그는 빈곤을 탈피하

는 것에 을 맞추는 것은 국의 미래에 을 맞

추는 것과 같다고 하 다. 이러한 작품들로 그는 유명

해지기 시작하 고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진 5. Big eyes (큰 눈)

1991년, 시에 하롱은 일간지 China Youth Daily (中

国青年报）의 기자 는데 안후이 성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8살 아동 수 주안 (Su Mingjuan，苏明娟)의 사

진을 는다. [사진 5]의 이 사진은 무수한 국인들의 

2 70세 생일 기념으로 Guanyin（观音菩萨）으로 치장한 서태후의 모

습. 국 기의 독특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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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희망 로젝트에 더 많은 

심을 발하게 되었다. 당시, 시에 하롱은 작품의 주제

를 교육에 두었는데, 그의 많은 작품들은 가난한 국

의 산악 지 에 사는 아이들의 지식에 한 열망을 보

여주는 것들로,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진 6. Whole School (전교생)

[사진 6]의 장면은 교실이 부 붕괴되었으나 산 

부족으로 다시 지어지지 못하는 학교를 보여주는 것이

다. 어려운 실에 비하여 아이들은 돌 을 책상 삼고 

땅과 하늘을 교실 삼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아이들의 배움에 한 열망은 아무리 어려운 환

경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사진 7. Big snivel (큰 콧물)

흑백의 사진 작업을 통해 시에 하롱은 빈곤한 산악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

들을 보여주면서 지식에 한 갈증과 국 오지 산악지

에서 멀리 학교를 다니는 [사진 7]과 같은 모습을 기

록하 다. 그 당시, 이러한 작품들은 희망 로젝트를 

최고조에 달하게 하여 사회 역의 모든 이의 심을 

이끌어내었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더 많은 산

악 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 다. 

2.1.2 국 근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작 - 호 뎅

호 뎅 의 기록 사진 작품들은 근  국의 사회  

변화를 기록한 귀 한 기록들로, 특히 국 근  오지 

지역 마을 사회의 심오한 내 , 외  변화를 담고 있다. 

표  작품들로는 [사진 8]의 마이크어 (  수확 노동

자), [사진 9]의 황토 의 여인 (Woman on the Yellow 

Earth) 등이 있다. 

사진 8. 호 뎅케의 고전적 작품 ‘마이크어(Maike，麦客)’

‘마이크어’는 북서부에서 추수기  수확을 품앗이하

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부분은 산시성, 장

수성, 닝샤성에서 온 사람들로 주로 산시 평야 동부에 

흩어져 있다. 국 정부 수립 , 이들은 힘들게 인내하

며 일해야 했다. 호 뎅 는 이들 일꾼들의 사진을 수 년

간 었다. 그의 작품은 어떠한 시각  충격이나 민첩

성에 주안 을 두지 않고 그들의 일상을 사진에 소소하

게 담아내었다. 

호 뎅 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에 해 자신의 삶을 

이루게 해  데 한 경의의 표시로 황토 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을 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2년 후 그의 친구가 꿈

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황토 의 여인(黄土地

上的女人)가 탄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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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황토 위의 여인(Woman on the Yellow Earth，黄土
地上的女人). 

일부 평론가들은 호 뎅 는 ‘삶을 사랑하며 여성들과 

친근하고 여성의 사진을 잘 는다. 그의 작품에는 온

화한 여인, 품 있는 여인, 통통한 여인 등 다양한 여성

들이 있다. 그는 여성들로부터 삶의 진리를 경험한다. 

여성성은 그를 아동기부터 한 단계씩 발 시켜온 석

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호 뎅 는 자신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 국을 기록 

하 으며, 사진이 국 사회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사용

되기를 바랬다. 그는 농부의 시선으로 역사 속으로 사

라져간 오지 지역의 삶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귀 한 

국 즉석 사진에 한 기록을 남겼다[4].

재 국에서는 호 뎅 의 이름을 딴 ‘호뎅  다큐

멘터리사진상’ 이 있는데 이는 국에서 민간에 의해 

추진된 최 의 사진상이다[19].

2.1.3 인물 사진가 샤오 촨

 

사진 10. 샤오 촨이 촬영한 이 지난(Yi Zhinan，易知难)

‘이 지난은 재털이를 들고 피아노실에 앉아 비스듬하

게 피아노에 기  채 화장을 끝내고 천천히 담배를 피

우고 있다. 벽에는 첸 이페이 (Chen Yifei，陈逸飞) 의 

유화가 걸려 있다. 이 지난은 자신의 인생에 해 생각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벌기 해 TV 쇼에서 노래를 

하고 베이징 스 아카데미에서 수학하는 남편을 뒷바

라지해야 한다.  그녀의 에 물이 차 올랐다.' 

샤오 촨이 이 지난의 사진을 을 당시에 한 회상이

다 [17].

사진 11. 에코(Echo，三毛)

샤오 촨은 10년 동안 '우리 세 (Our Generation，我

们这一代)‘ 라는 컬 션을 완성하는데, 사실상 1950년

와 60년  태생인 문화, 술, 문학계 유명인 사진을 

담고 있다. 샤오 촨은 국 역의 술인과 작가들을 

방문하고 다녔다. 그는 노트에 자신만의 기 을 세워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긴 리스트로 작성하

다. 시간이 가고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리스트도 진

화하고 더 발 해 나갔다. 동세  사람들의 앞날을 걱

정하는 마음과 인간에 한 연민과 애정으로 샤오 촨은 

모든 방문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미지를 카메라로 담

았다. 인성에 한 정확한 이해와 동시  사람들과의 

친 하고 범 한 상호 계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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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양 리핑(Yang Liping，杨丽萍)

2.2 중국 흑백 기록 사진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
2.2.1 시에 하롱과 희망 로젝트

시에 하롱은 유명한 사진가로서 자신의 사진으로 항

상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하 다. 그가 그의 

기록 사진 작업들을 소개하면서 '희망 로젝트 기록 

사진 투어를 시작했을 당시 국 본토에는 거의 2억 명 

정도가 을 몰랐고, 외진 오지에서는 거의 4백만 명의 

학생이 매년 학교를 퇴하고 그  25%가 가난 때문

에 억지로 학교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라고 회상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반부터 그는 10

년간 26개 성 128개 을 여행하며 100여 개 학교 1만

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 1만 장이 넘는 사진을 었다. 

그는 사진으로써 교육 받을 권리를 찾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20].

사진 13. 자신의 사진 전시회에서 사진에 찍힌 아이들과 10
년 만에 재회한 시에 하롱

[사진 6] 교생이라는 그의 작품은 즉각 인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 반의 이목을 집 시켰다. 사람들은 하

나 둘 지갑을 열어 희망 학교 건립에 도움을 주었다. 이

러한 움직임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자녀들도 사진에 

히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리라고 믿게 되는 상황

으로 발 되었다.  I want to go to school(학교를 다니

고싶다，我要上学)라는 사진 컬 션은 수백만 궁핍한 

아동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 이 사진들은 강력한 

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보는 사람들

로 하여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것에 

틀림없다[7].

희망 로젝트와 련된 그의 표작 [사진 6] ‘Big 

Eyes'는 형 으로 그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

진이다. 1991년 시에 하롱은 안후이성을 방문하게 된다. 

한 무리의 아이들을 따라 그는 한 지방 학교에 이르게 

되고 아래를 보면서 무엇인가 고 있는 수 주안(Su 

Mingjuan，苏明娟)을 보게 된다. 그 소녀가 우연히 고

개를 드는 모습이 시에 하롱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게 

된다. 시에 하롱은 그 아이가 매우 큰 망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직 으로 어

필하는 무엇인가를 달한다는 것을 보았다. 이 사진은 

설명이 필요 없이 그 큰 망울을 통해 배움에 한 강

렬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달된다. 

이 사진은 인쇄되어 ‘Big Eyes’ 라는 이름으로 왕푸

징（王府井)과 지하철에 붙여졌다. 베이징에서 가장 붐

비는 상업 거리인 왕푸징에 30미터에 달하는 사진이 

시되었고, 지하철 차량과 복도에도 이 작품이 걸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배움을 원하는 '큰 망울'을 언제 어

느 때고 볼 수 있었다. 수 주안의 운명은 바 었고 시

에 하롱은 하루아침에 유명 사진가가 되었다. 

이 작품이 공개된 후, 사회 역에서 물처럼 기부

가 쏟아져 들어 8개월 만에 거의 1억 안이 모 되었

다. 그 이후, 국 으로 빈곤 때문에 학교를 잃은 아이

들을 한 성 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기부자  다

수가 'Big eyes'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이 깊은 감동을 주는 사진은 국 내외에서 반향을 불

러일으켰다. 1994년 한 TV 방송국에서는 희망 로젝

트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사진에 한 사회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93%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진을 알고 있으며, 상당수 응답자가 사진 속 소녀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1992년 10월 시에 하롱은 베이징과 타이완에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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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기록 사진 시회를 열었다. 열흘간 수만명이 

시회에 다녀갔고 문 성시를 이루었다. 타이완（台

湾）에서 이 시회는 처음에 33일간 계획되었으나, 결

국에 81일로 연장되기도 하 다. 시에 하롱은 이 사진

을 통해 사진의 크나큰 력을 처음 실감하 고 자신

의 명분에 한 요성을 더욱 깨달았다. 그 이후, 시에 

하롱은 희망 로젝트 기록 사진 시회를 국 내외에

서 수차례 더 개최하 다. 그의 작품 하나로 하나 는 

그 이상의 희망 등학교를 가난한 마을에 지어  수 

있었다. 

사랑은 더 많은 희망의 촛불을 밝히게 한다. 그 이후 

시에 하롱의 이름은 희망 로젝트나 빈곤 완화 같은 

말들과 원히 연결되었다. 2006년 말, Big Eyes가 경

매에서 308,000 안에 낙찰되었는데, 국에서 하나의 

사진에 매겨진 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에 하롱

은 자신의 생에서 가장 큰 이 수익 을 티벳의 희망 

등학교 건립에 투자했다. 

시에 하롱은 사진 작업을 통해 학교를 그만둘 수 밖

에 없었던 많은 아이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여 꿈을 

다시 밝히는 데 힘썼다. 희망 로젝트 덕분에 쓰러져

가던 학교들이 완 히 새로운 모습으로 복구되고 어려

운 상황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사회에 필요한 재능을 

갈고 닦게 되었다. 희망 로젝트가 개될수록 정부도 

기  교육에 한 을 배가하 다. 9년간의 무상 교

육이 실시되었고 등록 이나 기타 비용이 없어지게 되

었다. 시설 비용에 보조 이 지 되었으며, 낙후된 지역

의 교육이 강화되었다. 재, 시간이 허락되는 한, 시에 

하롱은 더 멀리 떨어진 오지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그 지역의 학교와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을 고 있다. 

한편, 그는 한 희망 로젝트 기인 18년 에 방문

했던 아이들을 다시 찾고 있다. 

시에 하롱은 작품의 깊은 향력과 범 한 사회  

향 때문에 유  기 의 주목을 받고 있다. Big Eyes 

발표 이후 그는 일간지 China Youth Daily의 기자로 일

해오고 있기도 하다. 재 그는 국 사진가 회

(China Photographing Authorship Association) 표이

자 국 사진가 회(China Photographer Association)

의 사무총장보를 역임하고 있다[24].

2.2.2 호 뎅 와 황색의 땅

호 뎅 는 국 당  기록 사진 분야에서 입지 인 

인물로, 작품 속에 정 이고 심오하며 원한 인간성

에 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다. 독특한 경험과 개인  

카리스마, 기이한 취미와 정신 세계가 그를 국 사진

계에서 보기 드문 존재로 자리하게 하 다. 세속주의

인 기록 사진에 난해함, 존엄성, 다정다감함과 우려를 

섞어 호 뎅 는 재 국의 사회  변화에 한 귀

한 기록들을 남겼다. 특히 당  국의 낙후된 지역사

회에서 심오한 내 , 외  변화를 기록했다. 

기록 사진가들을 후원하고 기록 사진의 의를 잇자

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호 뎅  기록 사진 상이 설

립되었다. 

호 뎅  기록 사진 상은 사진 작품에 수여되는 민간 

자 을 기반으로 한 상이며 구체  사진 주제와 계획을 

지향하고 있다. 주제는 당  국 사회 생활에 한 기

록 사진에 련된 것이다. 호 뎅  기록 사진 상의 수여 

자격은, 해당 사진 촬  로젝트가 어도 1년 이상 지

속되고 있어야 하며,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재정 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주제가 상기 명시

된 주제에 부합해야 한다. 호 뎅  기록 사진 상은 비

문직과 은 사진가들에게 하게 편향되어 있는데 

자유 사진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여 민간 사진 을 양

성하기 함이다. 

이러한 성장 환경 속에서, 호 뎅 의 작품들은 국 

북서부 황색의 땅 역의 분 기를 물씬 담고 있다. '소

외된', '농부 같은', '아마추어 같은'과 같은 수식어가 

호 뎅 를 평생 따라다녔다. '아마추어 같다'는 정체성

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과 사상은 사람들의 인식을 일

깨우는 것이었다. 간결한 이미지와 가식 없는 단어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이미지들로 그의 Wheat Reaper

( 수확자)라는 작품은 심오하고 무거운 정신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  수확자들의 원래 상태와 가장 근

한 상황'을 증거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진들은 당시의 시  변화상을 증거하고 있을 뿐 아

니라, 반 인 발 과 인간 정신의 기록 사진 상 주요 

시각  이정표를 세워, 국 기록 사진의 기 고 으

로 간주되고 있다. 사진촬 의 심리학에서 사진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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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뎅 의 기록 사진의 철학에 담겨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당  사진가들이 참고하고 배울 가치가 있는 것들

이다. 호 뎅 가 세속주의 기록 사진을 2002년 제안한 

이후,  문학과 사진술 이론을 찾아 세속주의 

에서 출발한 사진 작품은 거의 없었다. 호 뎅 의 

Wheat Reaper의 역사  가치는 사라져간  수확자들

의 역사를 기록하여 독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었고,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 고, 

인간 인 고려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 뎅 의 

기록 사진 철학에는 사진의 언어, 논리와 표 이 상

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다[6].

2.2.3 샤오 촨의 시  기록

샤오 촨은 1978년 이후 국 기록 사진 술 부문에

서 가장 요한 사진가  한 명이다. 1991년 일 이 그

는 타이완에서 개인 사진 시회를 열었다. 

‘우리 세 ’ 라는 규모 사진 컬 션 덕분에 샤오 촨

는 국 내외 사진계에서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 1996

년 발표된 이 사진 컬 션은 1980년 와 90년 의 거의 

모든 문학  술계 유명인사를 담고 있다. 이 114명의 

사진  장 모(Zhang Yimou，张艺谋), 첸 카이거

(Chen Kaige，陈凯歌), 지앙 웬（Jiang Wen，姜文), 

탄둔(Tan Dun，谭盾), 베이 다오(Bei Dao，北岛), 왕 

안 (Wang Anyi，王安忆)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

진앨범을 마무리하고자 샤오 촨은 국 역을 10년간 

여행하 다. 이 앨범으로 그는 국 최고의 인물 사진 

가라는 명성을 얻었다[22]. 

샤오 촨은 다양한 인물의 성격을 독특하고 정확하게 

포착하여 자신의 사진 촬  리스트에 있는 모든 인물의 

가장 표 인 포즈를 잘 묘사하 다. 사진 거장 마크 

리부의 향으로, 부분 그의 작업은 흑백 필름을 사

용하 다. 

샤오 촨이 촬 한 문 계 유명인들의 사진을 보다 보

면, 이들의 형 인 사진들은 거의 다 한 명의 사진가, 

샤오 촨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샤오 촨의 작품

과 같이 특별하고 일 된 사진 언어로 그처럼 완결된 

기록을 제시하는 사진은 보기 드물다. 샤오 촨의 작품

은 역사  이미지와 그 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23].

III. 결 론

본론에서 언 한 세 명의 사진가 작품을 보면, 흑백 

사진에서 구 된 세계는 특별한 매력과 철학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시 의 컬러 사진술과 비교하면 흑백 사

진은 아날로그라 생각되지만, 흑백 사진은 흑과 백의 

단순함으로 사물을 표 하게 하여, 정확하게 인간 정신

과 생각을 표 해 낼 수 있다. 사진이 발명된 이후, 기

술 인 문제 때문에 흑백사진을 촬 할 수밖에 없었던 

시 이 있었지만, 기술이 발 한 지 도 흑백사진은 특

유의 매력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하나의 표 방법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발 하는 의 환경

에서 컬러 사진을 많이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 사회

에 지 한 향을 미치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품들은 

부분 흑백 작품이다. 다큐멘터리 흑백 사진은 본론에서 

언 한 로 국 사회에 크나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

으며 이러한 향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연구자는 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국 다큐멘터리 

사진에 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이를 통해 국 다큐멘터리 사진 연구의 석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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