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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ISH  
마르크 레상(Marc Ressang)이 촬영한 어떤 종류의 ‘스트리트 패션’ 포토그래피.     

에디터 오성윤

여름철 한국의 여느 직장인들이 그렇듯, 짬짬이 해외여행 사진을 찾아 구경하곤 한다. 한

국의 여느 직장인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풍경 사진은 잘 보지 않는다는 것. 여행의 가

장 큰 묘미는 ‘자기 삶의 주체에서 벗어나 남의 삶의 객체가 되는 것’이라 여기는 바, 주로 

현지인을 담은 사진에 마음이 사로잡힌다. 그러니 자연히 인물 사진 중에서도 캔디드 포

토그래피(피사체가 촬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사진)를 선호한다. 렌즈 앞에서 포즈를 취하게 한 정면 사진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며,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바짝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 정도 되면 아예 칠색 팔색 할 정도다. 

<루엘>은 두 달이 멀다 하고 해외에서 공수한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소개하는 잡지지만 

에디터로 일하면서도 사실 그런 사진들을 진득이 구경하지는 못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네덜란드 출신의 포토그래퍼 마르크 레상이 티베트 근방 중국 도시에

서 촬영한 사진이 그 주인공으로, 돌잔치 때 찍은 자식 사진이라도 되는 양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며 너무 예쁘지 않냐고 동의를 강요하곤 했다. 사진은 축제가 벌어지는 

들판에 선 한 여인을 포착했다. 분홍색 티셔츠 위에 ‘티베탄 로브’라 불리는 전통 의상 주

바를 입고 그 위에 앤티크한 디자인의 플로피 해트, 커다란 링 귀고리, 비즈 목걸이와 전

통 문양의 목걸이를 구분 없이 섞어 착용했다. 여인은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이지만 일말

의 망설임이나 수줍음 없이 선연히 카메라를 응시한다. 마르크 레상이 거기서 촬영한 다

른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와 저 시대를 뒤섞는 독특한 방식으로 옷을 입고 있으

며, 하나같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아주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말을 걸지 않고 군중에 섞여 좋은 구도를 찾아 촬영하죠. 내가 누군가

에게 포즈를 요청해 사진을 촬영했다면, 그건 그 사람 안에 제 마음을 강하게 끈 ‘스페셜’

한 뭔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티베트 주변 중국 도시들의 전통 양식은 문화혁명을 거치

며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대에게 배운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왔죠. 

지금도 전통 축제가 열리면 많은 청년이 참석합니다. 대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경

우가 많은 꽤 세련된 이들인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문화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남들

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이미지들이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이 단순한 ‘기표’를 벗어나 삶의 깊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일

견 당연한 명제이나 패션 산업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대도시에서는 늘 잊히기 쉬운 

명제이기도 하다. 마르크 레상의 사진들을 볼 때마다 티베트 근교를 여행하고 싶어지는 

것은, 멋진 자연경관이나 예쁜 거리 사진을 볼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되

는 것은, 아마도 그런 연유이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