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속 사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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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게 살 집을 찾아봐, 직방에서"
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의 광고 문구다.

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보도사진이다.
봄이 되면 개나리꽃이 지천으로 만발하는 서울의 응

서 검색하고, 찾아가고 싶은 길은 내비게이션 앱으

봉산, 여름 해운대 해변, 가을 내장산의 단풍, 겨울

로 찾는다. 은행 창구를 찾아가 번호표를 뽑는 대

한강의 고드름 등이 대표적이다. 계절, 절기, 새 학

신 휴대전화로 현금 이체를 한다. 대부분의 일상사

기 분위기와 사진 이미지가 최대한 중첩될 수 있는

가 온라인을 통해 해결되는 21세기 디지털 세상이

소재가 스케치 사진으로 표현된다. 매년 똑같은 곳

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도 다양한 배달 앱,

이지만 보도사진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풍경을

패션몰 앱, 부동산 앱으로 해결한다. 그야말로 모든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스케치 사진은 사진기자들에게 힘든 취재가 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봄을 알리는 대표 절기인 경칩

그런데 한 대학가의 담벼락 사진이 일간지에 게재돼

(驚蟄) 관련 사진이 그렇다.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인

눈길을 끈다. 온라인이 대세인 세상에서 벽보에 종

양력 3월 5일 무렵이면 예전의 사진기자들은 시내

시

에서 가까운 냇가를 찾아갔다고 한다. 일찍 깨어난
개구리를 찾기 위해서지만 실제로 개구리를 발견해

광고란 여러 매체에 '유료'로 내는 커뮤니케이션 활

촬영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대부분 물오른 버들

동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게시자는 불특정 다수의

강아지를 사진에 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담이지

하숙집과 원룸 소유자들 틈에 끼여 대학 앞 담벼락

만, 데스크의 성화에 못 이긴 한 사진기자가 서울

의 무료게시판을 이용해 사람을 불러 모은다. 그러
나 보는 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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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와 자식 간의 대화도 카톡으로 할 지경이니…

태의 광고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게시물이다.

2

업과 입학 등 시간의 흐름과 사회 분위기를 간접적

부분 온라인을 활용한다. 궁금한 건 포털사이트에

이 한 장을 붙여 방 쓸 사람을 구한다. 고전적인 형

1 2005년 2월14일 중앙대학교 앞 담장에
하숙집 소개 안내문이 가득하다.

를 보통 스케치 사진이라 부른다. 계절과 절기, 졸

요즘 우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소비할 때 대

일상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부모

1

락

글 전수영 기자

판

경동시장에 들러 통통한 개구리 한 쌍을 사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전설이 됐다.

그 일간지의 사진 위에는 '전통의 방 구하기'라는

여러 해 전에는 정보와 시의성이 담겼을 이 담벼락

제목이 달렸다. '50년 넘게 이어온 옛 방식이 추억을

사진에 이제는 아날로그적 감수성이 더해졌다. 다리

불러일으킨다'는 설명과 함께. 그래서 찾아보았다.

품을 팔아 하숙방 전단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면

연합뉴스 DB(데이터베이스)에도 2005년 2월부터

대면(面對面)으로 방을 구하는, 새 보금자리를 찾

같은 내용의 담벼락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거

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까마득한 추억을 소환한

의 매년 2월 중순께 취재된 사진들이다. 1년 365일

다. 언제 사라질지 모를 담벼락이지만 50년 전부터

이옥현 기자

가운데 유독 2월에만 같은 장소의 같은 장면이 취

이곳을 지나다닌 사람들에게는 아련한 기억으로 남

2 개강을 앞둔 2019년 2월 1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게시판에 원룸,
하숙집 소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된 이유는 뭘까?

는다.

시의성(時宜性)이다. 각급 학교의 새로운 학년이 시

앞으로도 매년 2월이면 신문 지면에서 마주할 수 있

김주성 기자

작되는 '새 학기'라는 기사 소재를 독자들에게 알리

을까? 담벼락이 재개발의 삽질을 피해갈 수 있을

고,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신문사에서는 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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