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선 인터뷰: 금기, 그게 뭔가요? 

동영상 url: https://youtu.be/ERNfU3TgWiw  

신수진(아래 신) 이 작품을 보고 ‘이게 사진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윤지선(아래 윤) 전공은 회화였지만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미국의 초현실주의 

사진가이자 화가인 만 레이 Man Ray 의 ‘나는 그릴 수 없는 것을 사진으로 찍고, 찍을 수 없는 것을 

그린다’라는 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신 ‘Rag Face’연작으로 개인전을 여셨는데, 사진 위에 재봉질을 하십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는지요? 

윤 얼굴 사진 위에 바느질과 재봉질을 반복하다 보면 입술이 삐뚤어지거나 눈이 찡그려지는 것처럼 

박음질에 따라 얼굴이 변형됩니다. 짧은 시간을 포착해 현실을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이 사진의 

특성이지만 저는 사진을 찍은 이후에도 장면이 움직이거나 변형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퀀스 sequence 사진으로 유명한 듀안 마이클 Duane Michals 의 작품은 여러 장의 사진 속에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단서들이 반복되는데, 제 작품 속에서는 한 장 안에 그런 연결된 시간성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전부 자화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자화상인 이유가 있습니까? 

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얼굴을 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웃음) 제가 미술대학에서 

배웠던 것은 이미지를 ‘오브제’로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진에 찍히면 영혼을 

빼앗긴다고 믿었는데, 얼마나 무지한 모습이냐’라는 식으로 실제와 이미지를 구별하는 인식과 태도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술 교육을 받은 동료들조타 ‘얼굴에 어떻게 바느질을 하느냐’는 식으로 

반응할 때는 무척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타인의 얼굴로 작업할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표정도 

요구해야 하는데, 자화상일 때보다 훨씬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얼굴이 가장 손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 지금까지 자화상으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신 ‘윤지선’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수 십 점의 작품 속에서 그 얼굴은 모나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탈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결국 자화상에서 다른 얼굴들로의 확장이 중요한 과정이었을 텐데요. 

윤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말로 잘 설명할 수 는 없지만 사진 속의 얼굴이 마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를 좇아가다 보면 또 다른 이미지를 만나게 되는데, 

애초에 작품을 통해 꼭 자신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말 그대로 자화상으로만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작업은 

자화상인 동시에 자화상이 아닌 묘한 지점이 존재합니다. 

  



신 그 지점은 아마도 기억이나 학습, 또는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단서들이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겠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들이 타인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작품 완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윤 중간에 자주 쉬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보통 8 시간 정도 꼼짝없이 작품에 

매달립니다. 한 변이 1m 가 넘는 작품의 경우, 평균 한달 이 상 걸려요. 이번 전시를 위해 3m 가 넘는 

작품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하루에 10 시간 이상 매달려서 꼬박 55 일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업 과정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스스로 집중을 깨기 싫을 만큼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 관람자에 따라서는 얼굴을 바늘로 찌르고 실로 꿰매는 것이 금기시 되는 행동이라고 여겨서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금기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 아마 금기라고 생각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금기인 줄 모르고 시작했고, 사람들이 놀라면 그 반응 

때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금기라고 여기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별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술사를 살펴보면 금기에 도전하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몸을 직접 

째고 꿰매기도 하고, 심지어 총을 쏘는 등 별의 별 작업을 이미 했잖아요. 이는 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 더욱 충격적이죠. 

  

신 예술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전달되는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인체의 신비>라는 전시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 사람을 해부한 인체가 진열된 

전시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무척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경외심이 사라진 채 인체를 한낱 쇼로 만든 전시가 전세계를 순회하며 인기를 끄는 것은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에 비하면 사진에 바느질 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학생 시절 누구나 한 번 쯤 교과서에 있는 사진 위에 낙서를 하거나 얼굴에서 눈을 파내는 장난을 

하잖아요. 자신이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다른 누군가 똑같은 행동을 작업으로 옮겨 와 집요하게 

계속하면 무섭다고 반응하지요. 제 작업을 통해 이러한 자기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고 다시 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후략) 

  

글_신수진(사진심리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