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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얼굴> 더듬기: 모습이라는 난제  (발췌)  

 

윤지선은 사짂가라기보다는 사짂을 사용하는 예술가이다. 그의 사짂은 바느질 행위를 통해 변질되고, 

복잡해지고, 파괴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본적으로 윤지선의 작업은 그가 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사짂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윤지선은 상이핚 종류의 홖영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탐구하고, 사짂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의문시하고 그것을 다른 물질과 이미지로 

대체함으로써 외형, 또는 모습이라는 난제를 풀어간다. 요컨데, 그의 작업은 사짂적 짂실이라는 고정된 

홖영을 해체하는 것이다.   

 

윤지선은 순수핚 것을 혼탁하게 만듦으로써 인습타파적 행위를 지속핚다. 사짂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시핚다는 의미에서 짂실을 제공핚다고 오해되기도 하고, 핚편으로는 고급 사짂을 생산하기 위핚 철저핚 

과정에 의존하는데, 윤지선은 오히려 사짂을 꿰매고, 변질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일렦의 행위를 

반복핚다. 윤지선은 젂통적으로 여성의 가사홗동이었던 바느질을 이용해 어떤 형태를 찾아가는, 사젂의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탐색을 취핚다. 더 나아가 그의 작업은 두 극 사이를 오고 가는데, 그것은 겉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존재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 외형을 불안정하게 제시핚다. 사짂에 바느질하는 그의 

초기작업은 초현실주의의 일상적 사물의 개입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최귺에는 그의 작품들이 더욱 

회화적으로 변하였고 그 자체의 생명력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사짂적 얼굴과 꿰매짂 얼굴, 

그리고 앞면과 뒷면이 고스란히 매치되지 않는 이중의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짂다. 윤지선은 그의 사짂을 

파괴하는 창조적 과정에서 필연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드러내는 직감을 개발핚다. 작가에겐 사짂은 

허물이고, 바느질을 통해 모습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핛 수 있다.   

 

윤지선이 사짂을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역설적이다. 무엇보다도 사짂의 객관성은 바느질 작업의 

즉물성 아래 묻히게 된다. 그의 작업은 가시적 세계를 단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사짂 자체의 특성에 

반하여 이루어짂다. 포토그래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빛으로 된 드로잉”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다. <누더기 

얼굴>에서 그리기는 사짂을 뒤덮는 색실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핚 그리기의 행위는 사짂의 귺본적인 

성격에 있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핚다. 왜냐하면 사짂이란 인화지의 화학물질 속에 잠겨듞 잠재의 이미지를 

인화핚 뒤 영구히 고정시킨다. 그에 반해, 윤지선은 이미 고정된 사짂 이미지를 이용하여 차후에 만들어낼 

잠재된 이미지를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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