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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들어 가는 죽음의 대지에서 생명의 물로 목을 축이다.

조은별1)

1. 혼동된 감정 : 경이로움 인가, 안타까움 인가.
 폴 도나휴(Paul Donahue)의 사진전은 누갤러리(nu gallery)에서 3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판타나우에 있는 재규어의 생태계를 보여준다. 누갤러리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재규어의 먹이
인 여러 동물의 사진을 볼 수 있다. 그 반대편으로 강렬한 눈빛과 표정이 담긴 재규어들의 사
진을 볼 수 있다. 폴 도나휴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재규어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를 느낄 수 있다. 사진을 모두 관람 후 작은 방에 들어가면 그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
진전의 기획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의 사진을 보면 사냥하는 모습과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 물을 먹는 모습 등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작품 설명을 통해 그들이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
으며, 그들에게도 각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강렬한 생명력을 가진 재규어들과 
다른 동물들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로 관람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그의 인터뷰를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폴 도나휴가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지 그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작년(2020
년)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은 판타나우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의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화재 사건은 작년에만 있지 않고,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2) 과연 화재 사건은 자
연적인 발생인가.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욕망으로 비롯된 것이라 고백하였다. 과도한 육
류 소비로 인해 축산 농장을 넓히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법으로 불을 지른 것이다. 제러미 리프
킨은 『육식의 종말』을 통해 공장식 축산업 가운데 절대적 권력과 자본의 악행이 숨어있다는 사
실을 고발한다. 그는 ‘육식 문화는 풍요와 빈곤을 극대화하는 권력구조를 만드는 인간의 욕망
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한다.3) 폴 도나휴가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 또한 인간의 욕
망과 관련이 깊다. 오늘날 인류세는 자연에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잔혹한 대학살이다.4) 그의 인
터뷰를 듣다 보면 처참하고 안타까운 판타나우의 현실에 대한 통찰과 그가 그전에 보았던 아름
답고 경이로운 재규어 그리고 자연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판타나우는 생명의 고향이었다. 그곳에서 강렬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재규어의 눈빛은 자
연의 경이로움을 드러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의 욕망으로 타들어버린 죽음의 대
지 판타나우의 모습이 연상되며 경이로움과 안타까움의 혼동의 감정이 휘몰아치게 된다.

1)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석사수료 (졸업 예정).
2) 판타나우 화재는 2020년 9월 1일~9일까지만 해도 2,414건으로 달하고, 9월달만 해도 총 5,815건에 달한다. 

판타나우의 이루는 삼림이 10% 이상 이미 불타버려 야생동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13일자, “세계적 열대늪지 브라질 판타나우 화재·가뭄 대재앙”,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3014600094 (최종접속 2021.03.21.).

3) [Korea Bean Sprouts Association], 2005년 11월 1일자, “육식의 종말” 북리뷰.
4) 인류세(人流世)란 인간이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세(世)를 의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30146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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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들어 가는 죽음의 대지에서 생명의 물로 목을 축이다.
 재규어 엠버(Amber)의 사진은 판타나우 강가의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다. 폴 도나휴가 인
터뷰에서 말하였던 2020년 대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물은 생명과 
관련이 깊다. 인체의 70% 이상은 물이 차지하며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이다. 지구는 다른 행
성과 다르게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작은 불씨와 같던 인간의 욕망은 어느덧 화마가 되어 판타나우를 집어삼켰다. 그럼에도 물은 
곧 생명이다. 대화재가 재규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목을 축이는 엠버의 모습은 마치 판
타나우가 엠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목을 축이는 암컷 재규어, 그녀에게는 엠버라는 이름이 있다. 그녀는 인간과 짐승, 정복자와 
피정복자,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지구촌에는 인간과 공존
하며 숨쉬고 물을 마시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태어난다. 판타나우
는 인간 뿐 아니라, 그녀 엠버에게도 공평한 생명을 제공한다.

3. 재규어의 사진들은 감정적 뇌를 자극한다.
 재규어들과 다른 생명체들의 사진들은 단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전시물로 존재하지 않았
다. 판타나우의 대화재 사건은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관람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환경 운동가와 환경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에 
대한 고발은 20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으나, 우리는 이들의 고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후변화의 심리학』에서 조지 마셜은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라고 
말한다.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에 대해 과학적 근거들이 넘쳐나지만, 이는 이성적 뇌(rational 
brain)만 자극할 뿐 감정적 뇌(emotional brai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지 마셜은 이에 
대해 이 위기를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감정적 뇌를 자극해야 한다고 말한다. 폴 도나휴의 인터
뷰와 그의 재규어의 사진은 이성적 뇌에 머물던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에 대한 고발이 감정적 
뇌를 자극하며 공포의 전율에 젖어들게 되었다.

4. 그의 수묵화 : 서서히 스며드는 강인한 호소력
 폴 도나휴의 사진은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의 경이로움과 대조되는 그의 인터뷰 내용으로 혼
동된 감정이 생성된다. 이러한 혼동된 감정은 마치 수묵화처럼 우리의 뇌리 속에 박히게 된다. 
거대한 담론처럼 여겼던 기후 위기, 환경파괴를 옆집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가깝게 자리매김하
게 하였다. 그의 사진들 속에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재규어들의 강렬한 눈빛은 오늘날 우리에
게 생명에 대한 자세에 대해 재고할 것을 말하고 있다.

 폴 도나휴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감정의 수묵화를 그렸다. 그의 감정 수묵화는 판타나우의 생명
을 그려냈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였다.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은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되어
가고 있다. 불에 타 버린 죽음의 대지로 변모한 그곳을 생명의 물로 머금으며 애도하고 있다. 
폴 도나휴의 감정 수묵화를 필자는 한연희의 시 중 『강가의 새벽』으로 생명의 고향을 그리워하
며 바라보는 노래로 글을 마무리 짓겠다.

5) 한연희, 『바람 불어도 괜찮아』, 국보, 2021, 50p.
한연희이 시집 중 『강가의 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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