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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an Maier’s Self-portrait, July 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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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Vivian Maier’s 

Self-portraits)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보모와 가정주부로 일하

면서 목에 거는 사진기인 롤라이플렉스로 프랑스부터 

뉴욕, 시카고까지 15만 여 장의 사진을 남긴 거리의 사

진가(Street Photographer)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

의 대표적인 Self-portrait 사진들이다. 2007년 지방 역사

가이자 수집가로 알려진 존 말루프(John Maloof)에 의

해 우연히 시카고의 한 경매장에서 그녀의 필름 원본과 

물품들이 구매되면서 그녀와 그녀의 사진이 세상에 알

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많은 거리와 사람, 사건들을 습관적으로 촬

영하면서도,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하나는 거리에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담는 방법

이다. 둘, 거울을 이용했다. 풍경 속에 거울을 놓고 거

기에 자신의 이미지를 담았다. 셋째는 자신의 그림자를 

찍었다. 자기 실루엣을 프레임에 넣어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1)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이 급격히 발전한 계기는 1952년 

그녀가 롤라이플랙스를 사서 정사각형 형태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부터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후 그녀의 

사진들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 

1908 ∼ 2004)을 연상시키는 정확함과 리제트 모델

(Lisette Model, 1906 ∼1983)을 떠올리게 하는 거리 풍

경, 앙드레 케르테츠(Andre Kertesz, 1894∼1985)와 비

슷하면서도 그녀만의 구도와 철학이 분명히 보인다.2)  

3. 작품 평론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 자기애(自己愛)의 

표현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가 지니고 있는 특징

과 의미는 먼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그녀의 엄청

난 거리사진 작품들과 더불어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미지와 미스테리로 남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알

아가려 하면 할수록 보다 더 깊은 궁금과 감동, 경외로 

인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당시 사회의 빈곤이나 범죄, 여성문제 등에 관

한 시대의식이 강했지만 외부와 관계를 대부분 회피했

고, 궁핍한 삶으로 비비안 마이어의 자기애가 크지 않았

을 것이라 여기는 우리에게 그녀는 그 어떤 사진가보다

도 거울이나 유리에 투영된 자신을 피사체로 삼아 적극

적으로 렌즈에 담았다. 존 말루프도 자화상은 작가가 

1) 고재열, 행복을 탐하지 않은 60년 전 인스타그램, 시사
IN(인터넷), 2017. 6. 23.

2) 배문규, ‘셀카의 여왕’ 비비안 마이어…카메라에 담은 자
화상, 경향신문(인터넷), 2016. 1. 14.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면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

라보는 방식을 대변한다고 말했다.3) 비록 그녀의 셀프

포트레이트 대부분이 무표정하다. 사물과 사건에 멀리 

떨어져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예술

에서 나를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애나 자존감이 없

다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애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

서 그녀의 작품들은 표면적으로는 어둡고 힘겨운 도시

의 삶과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여운은  

따뜻한 관찰이자 관심이요, 희망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그녀의 사진은 전문성이나 완성도를 넘어, 그 

찰나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마치 지금 사진 속에 

인물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전해준다.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포트레이트 : 이미지(picture)가 

말(言)을 대신하는 시대를 예고하다.  

  그녀의 많은 거리사진들은 대담하고 빼어난 구도와 

찰나의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또한 사진 속 

인물들은 어린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남루한 남성이든 

마치 그 순간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금방이라도 우리의 

귓불에 속삭이는 듯하다. 그래서 대중들이 더욱 그녀의 

사진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열광하는 이유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거리사진 못지않게 많은 그녀

의 셀프포트레이트 사진들이 전 세계에서 순회 전시되

면서 그녀를 더욱 주목받게 만들고 있다.4) 마치 누구의 

관심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호기심 충족과 기쁨

을 위해 자화상을 찍은 그녀의 열정이 사진을 통해 전

해짐으로써5) 더 큰 공감과 관심을 유발한다.

  1950년대 남몰래 거울 속 무표정한 자신의 모습과 실

루엣을 찍은 비비안 마이어와 21세기 스마트폰을 가지

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놓고 과시하듯 셀카에 

열광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사뭇 다른 듯하면서도 

많은 동질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그녀의 셀프포트

레이트 사진은 요즘말로 ‘셀피, 셀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게 만든다. 20세기를 산 비비안 마이어는 롤라이

플렉스 사진기 덕분에 거리의 사진은 물론 자신의 모습

도 쉽게 촬영할 수 있었다. 21세기 우리는 스마트폰과 

셀카봉 덕분으로 가는 곳마다 셔터를 눌러대고 나를 표

현한다. 그녀는 우리 보다 먼저 말이 아닌 이미지가 보

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소통하는 수단임을 깨달았다

고 여겨진다.  

3) 배문규, 상게서
4) 김난도 등 공저, 트렌드 코리아 2015, 2016, pp.307∼328.
5) 인현우, 사후에 전설적 사지작가가 된 여인, 한국일보(인

터넷), 2015.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