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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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ノ・ギフン / Noh Gihun「Moon and Light」

<달과 빛> 은 일본의 요코하마橫浜에서 도쿄東

한 일본의 도시와 섞이며 인간이 없는 도시 풍경에

京까지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이다. 도쿄의 진보

궤적을 남긴다.

2018年1月26日［金］〜2月4日［日］11:00-19:00
BankART Studio NYK 1F/Mini Gallery

초神保町에 있는 고서점에서 구입한 19세기 지도

요코하마로 돌아오는 시간이면 이르게 나선 사람

를 펼치고 지리상 축을 일본 최초의 철도노선인 요

들이 부은 눈을 꿈뻑이며 첫차에 몸을 실었다. 동이

코하마 사쿠라기초역桜木町駅에서 도쿄 신바시

트고 새벽이 아침으로 바뀌자 밤에 본 것들은 환영

역新橋駅까지로 설정했고, 시간적 배경은 사쿠라

이 되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열차에서 밝은

기초역에서 운행하는 그날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거리로 빠져나와 도시의 일부가 되기 위해 빌딩으

月と光
「月と光」は横浜から東京まで歩きながら撮っ

けが街の中でゆらゆらし、人の気配を感じさ

중간역에 내린 뒤 도쿄를 향해 걸어가면서 사진을

로 들어갔다. 해가 빨리 지는 일본의 맑은 하늘은

た写真である。神保町の古本屋で買った19

せてくれる。夜の世界の人たちは自分の乗り

찍고 첫차를 타고 사쿠라기초역으로 돌아오는 여

어김없이 묘연한 분홍과 푸름으로 소멸되었다가

世紀の地図を広げ、地理上の軸を日本初の

物で、光を放ちながら移動する。静かな日本

정이었다.

다시 까맣게 깜깜해진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빛

鉄道路線である新橋駅―桜木町駅（旧横浜

の夜に、いっそう際立つ夜通し走る未知の光

일본의 깨끗한 시계가 주는 청명한 하늘은 하루도

과 달빛만이 존재하는 환상의 시간이 다가왔다.

駅）間と設定。桜木町駅から出る最終電車

の世界。月明かりと混ざった人工光は寂寞を

빼지 않고 별들을 여과없이 투과했다. 잘 정돈된 거

に乗って中間地点の駅で降り、徒歩で東京

感じるほど美しい日本の都市の風景に光跡を

리의 표면은 구획을 나눠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に向かって進みながら写真を撮り、始発電車

残す。

질감을 형성하면서 밤이 되면 달빛과 인공의 빛을

で桜木町駅に戻る。この旅程が一日の流れ

横浜に戻る頃には、朝早く出かける人々が疲

반사했다. 낮이면 쏟아지듯 역사를 뛰쳐나오던 빠

である。

れた顔で始発電車に乗り込んでいく。夜が明

른 걸음의 인파도 밤이 되면 그들만의 방에 들어가

日本の秋の抜けるような青空は、微塵のくも

け、朝になると、昨夜目にしたものは幻になっ

빛을 밝혔다. 막차를 타고 시작점에 도착한 시간이

りもなく星を透過する。街路に整然と並ぶ建

ていた。電車から、明るい街へと早足でいく

物群は独特の質感を携え、夜になると月の

면 집 안에서 새어나오던 각자의 조명은 꺼지기 시

人々は、都市に吸い込まれるようにビルディン

明かりと人工の光を反射する。

작하고 24시간 영업점에서 비추는 조명과 밤이 익

グに入っていった。

日中は駅から怒濤のようにあふれる人波も、

日の短い秋の日本の夕空は変わりなく、ぼおっ

숙한 몇몇이 가진 불빛만이 거리에 흔들리면서 누

夜には自らの部屋に戻り灯をともす。終電に

と紅色から蒼色に変わり、すぐ暗くなる。そし

乗り、自分が歩きだす駅に到着する頃には、

て人がつくり出した光と月明りだけが存在する

家から漏れていたその灯も消えはじめる。コ

幻想の時がまたはじまる。

ンビニの照明と夜の世界のいくつかの光だ

ノ・ギフン

군가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려왔다. 밤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탈 것에 의지해 빛을 발하며 이동했다.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밤에 유일하게 화려
한 것은 조용한 밤을 뚫고 달리는 알 수 없는 빛의
세계였다. 달과 섞인 인공의 빛은 적막하도록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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