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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바이어는 20년 넘게 매체에서 사진가, 디자이너, 편집자로 일하며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을 심도 있게 담아내고 있다. 그녀는 고등학

교 때 처음 사진을 배워 뉴욕 주에 소재한 울스터 카운티 커뮤니티 대학Ulster Country 

Community College에서 Art and Humanities를 전공했다. 뉴욕에서 셀프 포트레이트 

작품으로 전시를 연 이후, 일리노이 주 피오리아Peoria에 있는 브래들리 대학Bradely 

University으로 옮겨 Art and Mass communications를 전공했다. 

감성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스토리 묘사에 탁월한 그녀는 난치병과 싸우는 환

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A Mother's Journey’ 시리즈로 2007년 퓰리처상

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딸과 아내를 잃고 세 명의 손주를 홀로 키우고 있는 남

성의 사진으로 퓰리처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그녀의 사진은 신문

과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미국과 해외에서 다수의 사진상을 수상

했다. 2003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일간지 <The Sacramento Bee>의 기자로 미

국과 해외에서 왕성한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하루에 1달러 생활비로 살아

가고 있는 10개국 빈민가 사람들의 참혹한 삶을 기록한 작업물로, 『LIVING ON 

A DOLLAR A DAY』(The Quantuck Lane Press, 2014)를 출간하기도 했다. 

또한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그녀가 가진 사진에 대한 열정과 경험을 강의와 워크

숍을 통해 젊은 사진가들에게 나누고 있다.  

르네 바이어
Renée C. Byer  

Philimon, 14, hands are blackened and eye lashes are singed as he works to 
find metals to recycle in a toxic electronic waste dump in Accra, Ghana. He 
is homeless and was forced to leave school when he was in the third grade 
after his father could no longer care for him. Most nights he sleeps on the 
street and when it rains he sleeps under someone’s awning or in a truck. 
Recently he was brought to a hospital in need of medical attention after 
suffering heat stroke while working in the sun at the Agbogbloshie dump. 
Other street children tried to help pay his medical bills but few had any 
money. Eventually he was released only to go back to work in the dump.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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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 달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167만 원, 1인 가구 62만 원 수준으로 결정

했다. 즉, 한 사람당 하루에 최소 2만 원을 쓸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하루에 만 원도 아닌 단돈 1달러로 생활을 하라

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2014년 10월, 무려 8200만 명 이상의 시골주민들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라 발표된 바 있다. 현재 세계은행은 하루 생활비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층으로 분

류하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인도, 페루, 루마니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1달러가 채 안 되는 돈

으로 살아가고 있다. 절대 빈곤층의 삶은 어떠한지, 그들에게도 과연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희망의 빛줄기

가 있는 것인지, 여성 포토 저널리스트인 르네 바이어Renée C. Byer의 책 『LIVING ON A DOLLAR A DAY』(The Quantuck 

Lane Press, 2014)에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LIVING ON A DOLLAR A DAY 
The Quantuck Lane Press, 2014

Also true among the poor is the 
fact that children everywhere take 
care of other children. Here Vishal 
Singh, 6, cares for a baby girl while 
her mother is away in the Kusum 
Pahari slum in New Delhi, India. 
When Vishal is not working or at-
tending to his chores, he attends 
a school for the children of the 
Kusum Pahari slum. It is located 
on the slum grounds. The school 
is an open-air facility. It has no 
power, no toilets, and no books. 
To learn their lessons the children 
and teachers here work off chalk-
boards. Tuition is 2 rupees a week 
but no child is turned away for lack 
of funds. When Vishal is not work-
ing gathering rags in a garbage 
dump for recycling, he goes off 
to school with nearly six hundred 
other children of this slum com-
munity.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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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는 각고의 노력으로 하루에 단 1달러 정도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생존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

는 사람들의 초상을 조명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비영리 재단 ‘The Forgotten International’에서 진

행한 세계 빈곤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 할 포토저널리스트로 지원해,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캄보디

아, 가나, 인도, 라이베리아, 몰도바, 페루, 루마니아 그리고 태국 등 4개 대륙 10개국의 사람들과 마주했다. 

그곳에서 르네는 전쟁, 질병, 아동 노동, 강제 매춘, 기아, 노숙,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어

떠한 도움이나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증명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녀가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기 힘든 두 개의 통계 때문이었다. 지구상에 사는 6명 중 1명

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5살 이하의 어린이 중 하루에 무려 19,000명의 아이들이 예방할 수 있

는 병임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간다는 사실 말이다. 

그녀는 이전부터 이러한 작업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2003년 아프리카 말리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만

난 두 명의 소년이 그녀의 가슴 한 켠에 늘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 르네가 아프리카 말리

에서 ‘Seeds of Doubt’ 란 스토리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을 때의 일이다. 견딜 수 없는 열기에 숨조차 제

대로 쉴 수 없는 곳에 한 꼬마가 있었다. 꼬마는 석탄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태우고 있는 엄마를 돕는 중이

었다. 그들과 함께 야영지로 돌아갔을 때 촌장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라고 했다. 르네는 그 곳에서 

쌀 한 줌을 들고 있는 소년의 큰 갈색 눈동자를 촬영했는데, 이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촌장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날의 경험은 그녀에게 ‘미성년 노동’과 ‘빈곤’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한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했다. 

몇 년 후 르네는 캄보디아 씨엠립의 무료 사진 워크샵에서 강의를 하던 중 또 다른 소년을 만나게 된다. 쇠약

한 두 팔에 그보다 더 쇠약한 아기를 안은 소년은 그녀 앞에 다가와 구걸했다. 아기를 위해 제발 1달러만 달라

고 말이다. 소년에게 1달러를 건넨 르네는 후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길에서 구걸한 그 돈이 사실은 착

취자의 수중에 들어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마음속엔 그 소년의 작은 애원 소리가 들린

다고 한다. ‘LIVING ON A DOLLAR A DAY’ 프로젝트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 

-

1달러에 매인 존재, 

매달린 삶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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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는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다. 그 호기심 덕분에 그녀는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또한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사람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다가

갈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사진을 배운 그녀는 졸업 당시 앨범 사진을 촬영했으며 뉴욕 주에 소재한 울스터 

카운티 커뮤니티 대학Ulster Country Community College에서 Art and Humanities를 전공했다. 당시 그녀의 지도교수 

덕분에 뉴욕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셀프 포트레이트를 선보일 기회를 가졌고, 그때의 경험 덕분에 예술사진

에 대한 열정이 고무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일리노이 주 피오리아Peoria에 있는 브래들리 대학Bradely University으

로 옮긴 그녀는 Art and Mass communications를 전공했고, 졸업할 무렵 <Peoria Journal Star>에서 인턴기

자로 시작해 몇 년 후 정식 사진기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후 ‘Focus 81’ 워크샵에 참여하여 퓰리처상 수상 사

진가 J. Ross Baughman로부터 다큐멘터리 사진과 작업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작업한 

‘Strip-O-Gram’과 ‘Mime’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1982년 뉴욕 국제 사진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에

서 학생 신분으로 첫 개인전을 열며 다큐멘터리 사진가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 일간지 <The Sacramento Bee>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Race for the Cure’ 

관련 취재를 하던 중, 신경아 세포증이란 매우 드문 소아암에 걸린 아들을 둔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로부

터 난치병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자의 사연을 듣게 된 후로 르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병행

해가며 개인 작업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르네는 모자간 특별한 관계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미국의료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담고자 하였다. 수십 억 달러가 암 연구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

아암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정신적, 경제적 도움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르네는 이들이 겪는 

고통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진정 어린 시선으로 기록하였다. ‘A Mother’s Journey’는 단순히 암 환자를 주제

로 한 작업이 아니라 비극적인 난치병과 싸워가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가족간의 진정한 사랑을 느

낄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또한, 이 작업으로 르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 대한 깊은 감

사와 겸손함을 갖게 되었고, 2007년 퓰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동시대를 사는 젊은 포토저널리스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르네는 이렇게 답한다. “어떤 일이 일어

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리를 발견하는 것은 젊은 포

토저널리스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에 열정을 다해 매진하라고 말하고 싶다.”

-

삶 속 

스토리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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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의 작업은 ‘극도의 가난’이라는 이슈를 단편적

으로 보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

금 깊은 이해와 공감을 느끼도록 이끈다. 그녀는 사

진을 찍을 때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중점적으로 포

착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이들이 실제 그 곳에 있

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

임을 깨닫게 한다. 

현장 취재 경험이 풍부한 사진가인 르네는 촬영 여건

이 늘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

고 있다. 그럼에도 사전조사만큼은 완벽을 기하는 스

타일이다. 해당 지역을 취재한 다른 사진가들의 작업

들도 미리 살펴보고 그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촬영에 임한다. 하지만 르네

는 결코 촬영할 이미지를 상상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

하는 이미지를 위해 대상들에게 요구나 연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포토저널리스트의 기본 윤리

에 충실함과 동시에 촬영대상과 그들의 삶, 그 자체

를 존중하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는 동안 이들의 삶으로 초대를 받은 그녀는 안타까

운 현실에 공감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보낸다. 그런 긴 기다림과 소통 끝에 스토리

텔링을 위한 스틸 사진 한 장을 포착한다. 

르네의 사진은 삶의 참혹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미학적으로는 매우 아름답다. 책에 있는 이미지와 스

토리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만 그 마

지막은 늘 희망과 맞닿아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들

을 도와야 할지를 알려 주고 있다. 르네는 작업을 하

며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인간의 정신이 최악의 궁

핍과 박탈 상황까지도 초월하게 됐다며 한 가지 이야

기를 들려주었다. 인도의 거리에서 만난 어린 소녀 이

야기였다. 그 소녀는 앞도 보지 못할 뿐더러 몸이 불

편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그런 몸을 이끌고 소녀

는 동생과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걸했

지만 그들은 그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르네는 그녀의 일상을 사진으

로 담았다. 비참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녀가 찍

은 마지막 사진은 소녀와 동생들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다. 르네 자신조

차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소녀의 가족들은 아

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처럼 르네에게 행복을 안

겨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녀가 빈곤을 주제로 작업한 이후로 어떤 이들의 삶

은 개선되기도 했다. 인도 북부 Charan 빈민가에서 

만난 한 여성은 더 많은 돈을 구걸하기 위해 자녀 중 

한 명을 굶겨야만 했다. 다른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했

기 때문이다. 엄마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 굶주림으로 야위고 병약

해진 2살 아이의 사진이 세상에 알려진 후 아이는 복

지기관으로부터 의료 도움을 받아 많이 회복하였다.  

‘Living on a Dollar a Day’ 프로젝트 역시 이처럼 극심

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그 가족

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이다. 어쩔 수 없는 환

경에 처한 이들이지만 이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동일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음을 사진은 

이야기 한다. 빈곤 완화 그리고 경제정의 구현을 실현

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누군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

는 극심한 빈곤에 대한 인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어떻

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알려준다. 

“세계에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다.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나” 르네는 최악의 상황 속

에서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4개 대륙 10개 나

라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직도 이 질문에 온전히 

답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통해 그녀

는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됐다. 인간의 정신은 

최악의 박탈, 최악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월한

다는 것이다. 그녀의 책에 담긴 달라이 라마의 글이다. 

“‘Living on a Dollar a Day’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촌에서 극도의 가난으로 매일 매일 고통 받고 있는 

여성과 아이, 가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스

토리는 동시대를 사는 여느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들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희망과 꿈이 있다는 걸 우리

에게 알려준다.”  

-

LIVING ON 
A DOLLAR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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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tina Koko, 25, with her daughter Satta Quaye, 5. Crippled since the age of three, she depends on her arms to lift and drag herself. 
She survives by doing laundry for others, selling cookies on the street, and begging in Monrovia, Liberia. Both of them suffer from 
malaria. She wishes for a wheel chair, a private room to live in and for her daughter to go to school. They sleep in the hallway of a 
home that has no electric, toilet or running water and own nothing.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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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waste dump that kills nearly everything that it touches, Fati, 8, works with other children searching through hazardous waste 
in hopes of finding whatever she can to exchange for pennies in order to survive. While balancing a bucket on her head with the little 
metal she has found, tears stream down her face as the result of the pain that comes with the malaria she contracted some years ago. 
This is work she must do to survive.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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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 of people passes by Hunupa Begum, 13, who has been blind for the past 10 years and lives close to the Nizamudin Bangala 
Masjid (Mosque) in New Delhi, India. She begs as the only source of income for her family that consist of a brother Hajimudin Sheikh, 
6, center, who suffers from fluids that accumulate in his head and her mother Manora Begum, 35, right, who suffers from asthma, 
and she has a womb ailment and can’t do manual labor. Their father Nizam Ali Sheikh died ten years ago of tuberculosis. Her wheel-
chair was donated by a passerby.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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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haran Slum Settlement of northern India, Kalpana, 20, starves one of her children, two-year-old Sangeeta, while her sister 
Sarita, five months old, right, sleeps in comfort, above right, in her mother’s arms. Sangeeta only weighs nine pounds. Children are 
more likely to appeal to the sympathy of those inclined to give to beggars, so those who beg use children for this purpose. Worse, 
sometimes as in this case a child is starved and carried about by the child’s parent while she begs on the streets or is rented out to 
another beggar to be used as an object of sympathy in the hope of generating more income over the course of a given day. Some-
times these “extra funds” are used to feed other children, thus, in practice one child is sacrificed for the sake of others. Sangeeta has 
since been helped by the Tong-Len Charitable Trust’s mobile medical clinic at the Charan Slum Settlement in Dharamsala, India. But 
according to the World Bank 19,000 children die a day from preventable causes.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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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y Phanna, 60, lost his leg when he stepped on a land mine in 1988 near the Cambodian-Thai border. He is a widower and is the 
sole head of his family, caring for 11 children in a home he does not own. It has been scheduled for demolition since being purchased 
by a private developer in 2008 in Phnom Penh, Cambodia.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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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ne, 27, takes a moment to hold her young daughter Nupur, 1, who was fathered by a client, before she has to return to her even-
ing’s work in a brothel in Jessore, Bangladesh.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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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death of his father, Alvaro Kalancha Quispe, 9, helps his family survive by herding. He opens the gate to the stone pen 
that holds the family’s alpacas and llamas each morning so they can graze throughout the hillsides during the day. He then heads off 
to school, but must round them up again in the evening in the Akamani mountain range of Bolivia in an area called Caluyo, about an 
hour from the city of Qutapampa.
In this part of the world, the highlands of Bolivia, approximately 13,000 feet above sea level, residents live in homes with no insula-
tion, no electricity, and no beds. Their water comes from streams that run off the snow-covered mountains. Their livelihood lies with 
their animals, for each animal produces about three pounds of fur each year, and each pound of fur is sold for 18 bolivianos, which 
amounts to about $2.50 U.S. All in all, this family may earn about $200 of income each year from the herd they watch over.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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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ra, 5, and his sister Suhani, 3, search for tea to drink at the Charan slum Settlement in Dharamsala, India, where they live with their 
family. They survive although two of their siblings recently died of malnutrition.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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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ing of stomach pains Viorica Gulie, 31, takes a break from cooking soup for her family as her mother-in-law Constanta Gul-
ie, 58,  looks on at left.  She suffers from Gastitis of her stomach.  With no money for medication or to go to the hospital she has to live 
in pain. Their house which has no running water or a bathroom is built on state land and they don’t have title deeds so they are in fear 
of being evicted in Slatina, Romania.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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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Mae Tao Clinic this 5-month old child receives free medical care for her burns. The child pulled a pot of hot water on herself 
as she was being watched by her 11-year old sister while her parents farmed. Here, her father, Zaw Win, and another child anxiously 
hope for her recovery in Mae Sot, Thailand.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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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Krousa Thmey Center in Phnom Penh, Cambodia, five brothers sleep together on the floor. This is a temporary orphanage or, 
in reality, safe house for children who have been found abandoned and wondering the streets. Because space is limited, they cannot 
stay for long, but for now at least they are given some refuge from the influences of the streets of the city. These brothers range in age 
from 5 to 12.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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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a Gonzales, 36,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forms a trainlike procession as she walks with three of her children as well as her 
grandchild fastened to her back through the streets of Lima, Peru, collecting recyclables. Gonzales’s children do not go to school. 
They are too poor and she needs their help to gather up what they find. In Lima, 20 percent of all its waste is gathered up in this man-
ner. ©RENÉE C. B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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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named little cowboys Tibetob Gmafu, 5, left, Bidimei Gmafu, 5, center,  Dawuni Bisun, 7, upper right, and Ninankor Gmafu, 6, 
below, seek cover from the rain as they keep a watchful eye on cows they were herding.  The children say they are not allowed to 
bring the cows home in bad weather for fear that they will be beaten. They run barefooted in fear of a snake bite after their father 
was blinded by a snake and a brother died. They say they would rather go to school then work in the volta region of northern Ghana. 
©RENÉE C. BYER



WORLD PHOTOGRAPHER

Suraj, 10, waits as rice is passed out in a tent school at the Charan Slum Settlement in Dharamsala, India funded by the Tong-Len 
Charitable Trust. If not for this daily ritual many of the children would go hungry. ©RENÉE C. BY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