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아주

작은 동물들
느릿느릿 달팽이 두 마리가 언덕을 기어가다가 서로 마주친 순간! 어머나! 뒤에 핑크빛 하트가
뿅~ 생겨났어요. 여기에 미세한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날리면서 빛을 반사해 아름다운 사진이
탄생했네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다브 바김 작가예요.
작가는 붓에 물을 묻혀 축축한 길을 만들고 길의 양 끝에 달팽이를 놓은 뒤, 두 마리가 만날
때를 기다렸답니다. 지금부터 나다브 바김 작가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함께 만나 보아요.
담당★이혜림 기자·pungnibi@donga.com
사진 및 도움★Nadav Bagim(이스라엘 사진작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사진과 함께 촬영한
달팽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동물의 표정까지 찰칵!
나다브 바김의 사진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작은 크기예요. 특히 몸길이 1~2mm의
진딧물은 맨눈으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작은 동물들의 눈과 입까
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매크로렌즈가 반드시 필요해요.
매크로렌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렌즈로, 접사렌즈라고
도 불러요. 촬영 대상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아주 작은 생물
이나 물체를 크고 자세하게 찍을 때 사용하지요. 나다브 바김이 매크로렌즈로 찍은 사진 덕
분에 애벌레와 진딧물의 귀여운 얼굴을 사진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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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와 민달팽이
민달팽이가 있는 버섯에서 옆에 있는 다른 버섯으로 개미가 건너가고 있어요.
민달팽이는 태어날 때부터 동그랗고 딱딱한 껍데기가 없답니다.

초록 풀을 냠냠~
동글동글 귀여운
애벌레가 초록색
풀을 꼭 쥐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몸이
투명한 덕분에
입속으로 들어간
풀이 훤히 보이네요.

버둥버둥
벌러덩 뒤집힌 공벌레를
달팽이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공벌레는 적을 보면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마는데,
달팽이는 무섭지 않은가 봐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네요.

대롱대롱
진딧물이
암술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암술머리에서는
꽃가루가 잘 붙도록
끈적끈적한 물질이
분비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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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정복

사마귀 지휘자

등반에 성공한
진딧물이 멋진 경치를
즐기고 있어요. 사실
진딧물이 올라간 것은
이끼예요. 몸길이
2mm의 진딧물에게는
이끼가 아주 높고 긴
식물이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공연장에 멋진 사마귀
지휘자가 서 있어요. 사실
사마귀가 앞다리를 드는
것은 공격행동이에요.
앞발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보이나요?

높이뛰기 선수 톡토기
톡토기는 몸길이 1~2mm의 작은 절지동물이지만,
몸길이의 150배 높이까지 점프할 수 있어요.

함께 살아요~
개미와 진딧물은
공생관계예요.
개미는 진딧물의
분비물을 먹이로 먹는
대신 천적으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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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없이도 아름다운 진짜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동글동글 반짝이는 수많은 노란 빛이 사마귀의 멋진 포즈를
더욱 빛내 주고 있죠? 작가는 사마귀 뒤에 레몬 잎을 두고, 그 뒤에서 조명을 비췄어요.
그러자 빛이 잎에 있는 아주 작은 노란색 점무늬를 통과하면서 초점이 흐려져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지요. 자세히 보면 레몬 잎의 잎맥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예쁜 사진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색깔 등
을 수정하는 보정 작업을 해요. 하지만 나다브 바김의 작품은 모두 보정을 하지 않은 사
진이에요. 대신 세트를 꾸미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요. 그가 자주 쓰는 소품은 이끼, 버
섯, 나뭇잎, 꽃 등이에요. 알록달록한 투명 비닐로 화려한 배경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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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어린이과학동아> 친구들, 반가워요!
Nadav Bagim(이스라엘 사진작가)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진작가예요. 사실 대학교에서는 뇌과학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사진작가의 꿈을 이룬 지 7년이 되었답니
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혼자 사진 찍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했
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었지요.
제 사진에는 동물이 자주 등장해요. 특히 달팽이, 개미, 사마귀, 거미를 찍는 것을 좋아해요.
모두 움직임이 느릿하고 고요해서 카메라로 행동을 포착하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접사 사
진을 예쁘게 찍는 비결을 <어린이과학동아> 친구들에게만 알려
줄게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린 후에 재빨리 사진을 찍는 거
예요. 그러면 물방울이 빛을 반사하면서 아름다운 배경이 만들
어져요. 오늘 바로 도전해 보세요!

점프! 점프!
진딧물이 분홍색 꽃 속을 신나게
점프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빨대처럼 생긴 뾰족한 입이 보이나요?
진딧물은 이 입으로 식물에 구멍을
내어 즙을 빨아먹고 살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찰칵!
나다브 바김 작가는 자연과 동물을 아주 사랑해요. 작은 생물들의
사진을 많이 찍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
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지요. 사진을 찍은 뒤에
는 모든 생물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낸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
다운 사진들이 탄생할 수 있었겠죠? 나다브 바김 작가의 사진을 더
보고 싶은 친구들은 홈페이지(www.aimishboy.com)로 놀러가 보
세요!

배고픈 사마귀
배고픈 사마귀의 눈에 암술머리에 붙은 진딧물이 딱 걸리고 말았어요. 사마귀는
진딧물을 먹기 위해 길고 가느다란 다리로 암술을 끌어당기는 중이에요.

씨앗 타고 훨훨~
진딧물이 데이지 씨앗을 타고 훨훨 날고
있어요. 데이지 씨앗에는 털이 나 있어서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