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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경의 작품은 섬세하면서도 아름답다.
작가의 작품을 접해본 여성이라면 평소 살림에
별 관심이 없고 그릇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
라도 “아! 나도 저런 그릇 하나 가져봤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른다. 그만큼 작가가 제작한
작품들은 금방이라도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혹
은 하나쯤 장식용으로 비치해두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섬세하고 기품있다. 그도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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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세경이 제작한 작품은 통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들이나 혹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명가 생산의 도자기와 꼭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깨닫게 되면 작가가 왜 이미 명품의 반열에 오른 도자기를 재제작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도예를 전공한 작가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직접 용기를
성형하는 대신 이미 초벌구이된 용기를 구입하여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시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작가가 주로 시문하는 이미지는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문양이나 독일 마이센 자기의 문양들, 혹은 러시아 구성주의
시기의 문양과 같이 이미 고전으로 분류한 것들이다. 작가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실제 박물관에 비치된 원본 도자기에 필적할 정도로 정교하면서도 세밀
하며 우아한 도자기를 제작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작품에 대한 이러한 경탄은 작가가 이미지를 용기에 새겨 넣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전된다. 이세경 작업의 세밀함과
정교함은 우리로 하여금 작품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많은 머리
카락들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아니 어쩌면 친절하게도 작가가 작업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미완성(non-finito)’ 의 개념을 도입한 작업 - 머리카락이
그대로 늘어진 - 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인식은 그것이 정말 머리카락일까하는 의
구심을 감추지 않는다.
이처럼 실제 눈앞에 실물을 놓고도 그것이 머리카락으로 제작된 것임을 인정하
지 않으려는 우리들 인식의 저변에는 머리카락에 대한 이중적 판단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세경 작품에 대한 양가적 가치가 놓여있다. 통상적으로 찰랑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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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은 아름다움과 젊음, 건강함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가꾸어야할
대상이었던 머리카락이 우리들의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불결함과 직
결되며 더 나아가 음식 혹은 식기와 결합되는 순간 불결함은 극대화된다.
어린 시절, 긴 머리를 고수했던 작가는 요리
연구가였던 어머니로 인해 유달리 청결함이 요
구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 어린 시절부터 예민
할 수 밖에 없었던 머리카락의 양가적 가치에 기
초한 이세경의 작업은 그대로 작품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세경의 작업은 머리카락이 신체의
일부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갖는 대조적인 간
극을 그대로 반영한다.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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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드러내는 섬세함과 우아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전달하는 고전적 미는 누구나 열망해 마지 않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억압해왔던 요소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세경의 작업들은 또 다른 배제를 잉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세경의 작품에 사용된 머리카락은 매혹과 공포 혹은 매혹과 불
결함의 이중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아브젝시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의
아브젝시옹을 다루는 작품들과는 달리 작가는 배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시각화
하지 않는다. 섬세하면서도 우아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위장한 머리카락은 우리들
을 경탄과 두려움 사이에 어정쩡한 상태로 위치시킨 채, 우리가 스스로 배제하고
억압해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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