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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경은 백자로 만들어진 세속적인 접시, 컵, 타일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작품세계
속 이미지를 전달해낸다. 한국에서 이미 도자기로 학위를 얻은바 있는 그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오브제를 장식하는데 있어서 언뜻 봐서는 알 수 없는, 자세히 들여봐야만
겨우 알 수 있을 법한 흥미로운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 얇은 선들로 세공된 이 그림들은
바로 머리카락을 정교하게 붙여 완성한 것이다. 흔히 생각할 때 접시위의 머리카락은
끔찍하리만치 싫은 것일 테지만 고도로 숙련된 솜씨와 예술적인 표현으로 이뤄낸 그녀의
세계에서는 훌륭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작가는 머리카락을 정확성을
기해서 한올 한올 붙여가면서 전통 도자기의 패턴을 모방해내고 있다. 이세경은 역사적인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티프를 발견하는데, 예를들면 도자세트 전체를 장식
하고 있는 마이쎈의 꽃문양이라던가 비더마이어 양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발랄함,
혹은 중국, 네덜란드, 아라비아 문양등을 원본으로 삼는 것이다. 그녀는 역시, 염색을
통해 얻은 파란색 빨간색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17세기 네덜란드 타일화, 선박, 무역상인,
놀고 있는 아이들, 꽃 디자인의 전형적인 모티프 등을 현대적 양식의 하얀색 타일위에
재구성해내기도 한다. 러시아 절대주의의 소박하면서도, 기하학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접시들은 1920년대 추상적 장식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세경은 마치
박물관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자신의 작업을 전시하는데, 벨벳으로 덮은 좌대 위에서 혹은
완벽하고 깔끔하게 조명이 떨어지는 진열장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작가의
작업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녀의 개념적이면서 예술적인 관심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원형들의 단순한 모방차원을 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차용
미술의 차원에서 볼 때 작가는 일종의 생산적 관객 입장에 서서 예술작품의 생산과 수용의
조건들을 결정적으로 반영해내는데, 이는 다른 이들의 예술 표현을 빌려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선 관객은 수공의 노력이 깃든 그의 예술적 능력에 매료되며, 더불어 그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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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같이 기울이는 정확성에 대한 노력에도 빠져든다. 전통에 대한 존중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는 보는 이의 미학적, 감각적 인지를 유희적인 차원으로 삼고 즐기면서도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 그녀의 작품에 대한 지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은 변증법적 차원에서 헤아려볼 수 있는 상대적인 것들에 관한 것으로, 예술과
예술 작품 사이, 역사와 시간 사이, 원작과 모방 사이, 포스트모던 맥락과 미학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뛰어난 수공예적 접근과 기술적 재현에 대한 매력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 만큼 오히려 오래된 문양들의 도안 그 자체는 중요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모방의 과정과 다른 예술가 회화의 차용이 창조적 행위와 그 가치에 대한 문제를
다른 틀에서 보도록 유도하여, 예술 생산이 무엇이며 예술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더불어
던진다. 결국 예술작품의 정체성이 중대하게 검토되는 지점인 것이다. 이세경의 작품에서
예술적, 개념적, 철학적인 전략을 들춰내는 것은 감각적이면서도 지적인 즐거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시간과 문화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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