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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사진가들은 각기 다른 촬영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

의 생활과 인생을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한다.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는 자신의 작품

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외적, 내적 

모습을 그녀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

아 작품에 대한 학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비비안 마이어의 그녀의 생애에 대한 이해

를 기반으로 작품에 나타난 그녀의 인생관과 예술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셀프포트레이트（Self portrai

t）사진을 분석함으로써 그녀가 표현하고자 했던 자아상, 

사회상은 무엇인지,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지 살

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문헌 연구 (동가한, 2016; 계개리, 2016; 양리군, 2015) 

와 다큐멘터리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Finding 

Vivian Maier)>의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비비안 

마이어의 생애와 작품관을 이해하고 그녀의 셀프포트레

이트 작품에 나타나는 자아 표현 방식을 분석하였다. 비

비안 마이어의 작품을 세상에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 말루프(John Maloof)의 비비안 마이어 작품집에 

수록된 셀프포트레이트 작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Ⅱ. 본론 

1. 비비안 마이어의 생애

  비비안 도로시 마이어(Vivian dorothy Maier)는 1926

년 2월 1일 미국에서 태어났다.  비비안의 부모는 화목

하지 않았으며 비비안이 태어난 그 다음 해에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로 비비안 마이어를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되

고, 큰 오빠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1929년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비비안의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녀가 

6살이 되던 해에 그녀를 데리고 프랑스 고향으로 돌아갔

다. 6년 후 오빠를 데리고 모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

으나 그녀는 가족의 관심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

다. 21살에 홀로 프랑스로 돌아가 4년 동안 살다가 1956

년 미국 시카고에서 정착하여 보모, 병간인, 가정부 등의 

일을 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2.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비비안 마이어의 대표적인 작품 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직접 촬영한 셀프포트레이트를 들 수 있다. 현존하는 비

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사진을 분류한 결과 거울 

반사 촬영이 가장 많았으며,  그림자 촬영, 유리 반사 촬

영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비비안 마이어는 셀프포트레이트 촬영을 자아를 탐구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 작품에서 꿋

꿋한 눈빛으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공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을 피사체로 적극적으로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에 있어서 셀프포트레이트에 관한 연구
: 비비안 마이어의 자기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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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비안 마이어의의 셀프포트레이트 창작 방식에 대해 탐구했다. 비비안 마이어는 셀프포트레이트 촬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사진의 피사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거울이나 유리 등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방향의 프레임인 롤라이플렉스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내면적 자아의 모습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다. 또한, 주변 배경에 대한 자신의 정서가 반영됨으로써 그 

시대의 생활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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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자신의 내면세계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비비

안의 일생은 궁핍하고 외로웠고,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단한 생활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길거리를 걸

으며 자신을 촬영함으로써 내면세계와의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다양한 방

식으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며 특히 촬영 

당시 관찰한 특정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정서를 전달한

다. 사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해석해 자신의 깊은 내면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모습과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

서 묘사한다. 

  비비안 마이어의 전면 사진은 많지 않지만 그 중 두 

작품에서 음영과 구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그녀의 모

습이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비

비안 마이어는 자신이 살아가는 도심의 큰 빌딩의 이미

지를 배경으로 거울에 비친 자진의 정면 모습을 촬영하

였다. 그녀는 롤라이플렉스 카메라를 이용해 정사각형 

프레임의 사진을 찍었다. 가슴 앞에 카메라를 두고 촬영

하는 것은 그녀의 대표적인 촬영자세로 반사된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다. 빛과 음영을 활용하여 몸

의 반쪽은 밝게 다른 반쪽은 어둡게 촬영함으로 그녀 자

신의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비비안 마이어를 상징하는 롤라이플렉스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실내 촬영에서 카메라

를 맞은편에 자신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서 자신의 모

습을 촬영했다. 그녀는 카메라르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

고 의자에 몸을 기대고 시선을 떨궈 빛이 코 부위만 비

추게 함으로써 입체감을 강조했다. 주변에 무관심한 자

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으면 실내에서 촬영함으로써 

외부세계와의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Ⅲ. 결론

  본 연구는 뒤늦게 조명된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 분석

을 통해 그녀가 인식하고자 했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인생의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탐구했

다.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의 예술성을 제고함으로써 그

녀의 고유한 창작 특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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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유형

▶▶ 그림 2: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 그림 3: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