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잡지 보그 영국판 2월호 표지 [사진 제공 = 브리티시보그] 



세계적인 패션전문지 보그 영국판 2월호 표지는 슈퍼모델 아두트 아케치를 비롯한 흑인 여성 모델 9명이 장식했다. 

윤기나는 흑갈색 피부로 당당하고 멋진 아름다움을 과시했다. 이같은 파격은 2017년 보그 편집장에 최초로 

흑인이자 성소수자 남성 에드워드 으닌풀(50)이 올랐기에 가능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 이민자였던 그는 100년 

넘는 보그, 아니 패션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가나 모델, Medway 예술대학(1963) 람다프린트(2022) [사진 제공 = 바라캇 컨템포러리] 

 

 
트라팔가 광장에서 Erlin Ibreck(1966-67) [사진 제공 = 바라캇 컨템포러리]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런던 시내. 세련된 옷차림의 흑인 여성이 비둘기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서 에를린 이브렉(1966)'은 남아프리카 최초의 패션 잡지 '드럼' 표지에 실린 사진이다. 그녀는 이후에도 드럼 

표지를 장식한 커버걸로 유명하다. 이뿐 아니다. 당당한 표정의 흑인 남성이 서 있는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마이크 에건(1967)'도 영국 BBC방송에서 가나인들을 위한 토크쇼를 진행했던, 흑인 방송인으로서 양 팔을 활짝 

펼치며 자신감 넘기는 자세를 취했다. 두 사진 모두 사진 찍는 행위 자체의 어색함을 덜어내니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AGIP 캘린더 모델(1974) 디지털섬유프린트(2022) [사진 제공 = 바라캇 컨템포러리] 

 

이 사진들을 찍은 가나 출신 사진작가 제임스 바너(93)의 개인전 '에버 영'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5월 8일까지 열리고 있다. 그는 으닌풀 편집장은 물론 세계적 모델 나오미 캠벨, 가나 건축가 

데이비드 아디아예 같은 문화계 인사들이 영감을 주었다는 사진 작업의 주인공이다. 초콜릿부터 연상시키는 먼 나라 

가나는 카카오 산지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민주화된 나라로 국민 의식이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형을 든 어린 소녀, 코코믈레믈레, 아크라(1972) [사진 제공 = 바라캇 컨템포러리] 

 

바너는 시대 변화의 수혜를 받은 벼락 출세의 전형이라 하겠다. 78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 92세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작가도 본인을 '럭키 짐'이라 부를 정도다. 그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1세대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사촌형 견습을 거쳐 고향 아크라에서 1953년 '스튜디오 에버 영'을 열고 미래의 희망 가득한 인간군상을 

담았다. 이때 가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초대 대통령 은크루마 같은 주요 인물과 시대의 현장도 기록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넘쳤던 작가는 1959년 영국에 이주해 런던에서 '드럼'매거진의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약했다. 이때 이브렉이나 에건 같은 흑인 이민자들 모습을 주체적 시선으로 담아냈다. 10여년후 컬러 

사진 기술 유통업을 맡아 가나로 되돌아가 두번째 열었던 '스튜디오 X23'시절 컬러 사진작품도 소개됐다. '인형을 든 

어린 소녀(1972)'가 이때의 대표적 작품이다. 하얀 백인 인형을 안고 있는 검은 소녀의 대조적인 모습이 칼라 사진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화령 바라캇 컨템포러리 디렉터는 "사진술이 아프리카에 도착한 것은 1840년대였지만 현대 예술계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에야 가능했다"며 "다른 아프리카 사진작가 작품들에 비해 바너는 사진의 영역 뿐 아니라 지역전 

기반을 넘나들었고 모델들 모습을 자연스럽게 잘 포착해 탁월하다고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Drum 커버 걸 Erlin Ibreck(1966-67) [사진 제공 = 바라캇 컨템포러리] 

 

바너와 같은 시기 아프리카에서는 말리 출신 사진작가 말릭 시더베(1935-2016)와 세이두 케이타(1921-2001)가 

활약했었다. 특히 시더베는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평생공로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바너는 디지털 카메라가 확산되던 1994년 가나 사진관 운영이 여의치 않자 영국으로 

다시 떠났다. 그러나 당시 64세의 아프리카인이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은 히드로공항 청소부가 최선이었다. 

78세되던 2007년에 한 큐레이터가 발탁해 런던의 블랙컬처럴아카이브(BCA)에서 생애 최초 개인전을 가진게 

전환점이었다. 세계적 큐레이터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눈에 들어 지난해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회고전을 

펼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다. 뉴욕현대미술관(MOMA)와 파리 퐁피두센터, 런던 빅토리아&알버트뮤지엄이 

앞다퉈 소장한 것도 지난해다. 대규모 회고전은 올해에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는 물론 미국 디트로이트, 미시간 

등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