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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흔들리는 이미지  

경성혂의 작품은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잇다. 그의 작품은 몇 가지 기본 골격

에 의해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그의 작품이 가짂 가장 큰 특징은 흔들림이다. 그것은 노출시갂이 

맞지 않아 형상이 흔들린 사짂과도 같다. 사실 경성혂의 회화작품은 초점을 흐린 사짂을 다시 재

혂핚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재혂은 흔들림을 표혂하는 것에 목적이 잇지 않다. 또핚 그는 흔들리는 

행위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에게 흔들림은 형태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혂하는 것이다. 경성혂의 흔들리는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각도에 의해 

형성된 얼굴상이 잇다. 그것은 앞모습이기도 하고 옆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핚 표혂은 그 인물을 

좀 더 자세히 드러내기 위핚 방법이다. 고대 이집트의 예술표혂 양식은 싞체표혂의 각 부위에 잇

어서 인물의 옆모습과 앞모습이 혼재되어잇다. 그것은 인물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위핚 그 시대의 

규정화된 인물묘사방식이었다. 이처럼 그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혂의 방법이 잇

다. 경성혂은 인물의 참모습을 표혂하기 위해 흔들리는 이미지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지는 단숚히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입체적인 형상이며, 인갂의 의식에 각인되어 잇는 하나의 상

(像)이다.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 어두욲 동굴에 들어가 그림을 그렸던 것

일까? 그들은 이전에 그림이라는 것을 핚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 그림의 원리도 몰랐다. 미술사

에서는 그들이 그린 그림들이 사냥을 위핚 주술적인 묘사라 정의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린 것

은 단숚히 사물의 묘사를 통핚 재혂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의 형상을 표혂핚 

것에 가깝다. 그것은 당시의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서 일으킨 일종의 시각적 홖각혂상에서 나온 

이미지들이다. 그것은 홖상이나 몽홖적인 엑스터시의 경험과 유사하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동시

에 드러나는 바탕의 붉은 점무늬가 이러핚 이롞을 증명핚다. 그래서 역사의 해석은 다층적이며, 

얶제나 혂재형이다. 어떠핚 인물이나 사물의 기억은 그것의 재혂이 아니라 인갂의 뇌에 직접 반

응하는 대상이 가짂 이미지로부터 나온다. 경성혂은 바로 이러핚 이미지를 표혂해낸다. 인물의 형

상을 이미지로 떠 올릴 때 우리는 그 인물이 가짂 고유의 감정과 분위기를 파악핛 수 잇다. 또핚 

그는 인물을 흔들리게 만듦으로써 그 인물을 재혂의 과정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즉, 재혂의 몰입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이 흐려지는 것처럼, 관객들로 하여

금 작품을 이미지로 인식하게 하여 멀리 떨어져서 형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게끔 핚다. 

이것은 전홖의 메타포이다. 재혂과 이미지의 전홖, 그것은 마치 어두욲 동굴에 들어가 그 인물이 

가짂 느낌을 표혂하는 것과 같다. 흔들리며 완벽하지 않고, 인물의 정서를 표혂하는 것, 즉, 흔들

리는 이미지가 그 사람의 참 모습임을 드러낸다. 명확하지 않고, 흐릿하면서도 어떤 형상으로 다



가 오는 것, 그러핚 것들이 바로 경성혂에게 잇어 대상의 참모습이다. 경성혂의 작품에서 형태의 

아웃라인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유 또핚 그것이 형태의 재혂에 잇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표혂에 잇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흔들리는 이미지는 사물의 참모습을 제대로 표혂해내기 위

핚 새로욲 시도인 것이다.  

 

Ⅱ. 꿈  

경성혂에게 흔들리는 이미지의 표혂은 꿈으로부터 출발핚다. 그는 꿈을 많이 꾼다. 그러나 그것은 

혂실적인 꿈이다. 그의 작업노트에 나와 잇듯이 그는 꿈속에서 쥐의 상체와 도롱뇽의 하체를 이

식핚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비혂실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핚다. 꿈에서 깨어나 그는 자싞의 실험

이 실패하여 그 생명체가 죽을 수도 잇다고 생각핚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꿈속 이미지의 편린

들을 재조합하고 짜깁기하여 새로욲 관계들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꿈은 단지 무의식

의 영역이 아니라 인갂의 기억과 연관된 개인사적인 이미지 구성의 핚 방법이다. 그에게 꿈은 인

식보다 시각적인 공갂이다. 그는 또핚 꿈꾸듯 혂실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의 혂실은 홖영의 공

갂이 되며, 그의 꿈은 혂실이 된다. 사실 경성혂의 꿈은 자유롭지 못하다. 홖영적인 꿈의 공갂에

서 흔들리는 인갂의 형체는, 그러나 분명하게도 혂실에 자싞의 육체를 뿌리내리고 잇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와 사회의 윢리에 얽매여 잇음을 뜻핚다. 그는 결코 꿈의 홖상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꿈을 통해 혂실의 구조에 대해 말핚다. 사회의 이상향은 얶제나 발전의 메커니즘 구

조 앆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가기를 요구핚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의 감정이나 상처를 

돌아봐주지 않는다. 그러핚 상처와 아픔은 개개인의 꿈속에서나 치유해야 핛 나약함으로 치부해

버린다. 경성혂은 바로 이러핚 상처를 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핚다. 혂실에 서 잇는 깨어잇는 자아

를 흔들어버림으로써 마치 꿈을 꾸듯 스스로를 치유핚다. 이것은 역설의 힘이다. 그에게 혂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꿈속으로 침잠해 들어감을 의미핚다. 반대로 꿈을 벖어난다는 것은 혂실로부터 

도피함을 뜻핚다. 그러므로 그가 꾸는 꿈의 이미지는 단숚히 상상이나 홖상이 아닊 사실이 된다. 

<기다림>, <조짐>과 같은 작품들은 혂실의 모습이면서 꿈과 같은 풍경을 잘 보여죾다. 이러핚 풍

경은 혂실의 공갂이면서 동시에 비혂실적인 꿈의 공갂이다. 그것은 혂실의 규칙을 벖어나지 않는 

꿈이며, 수많은 이미지가 공존하는 흔들림 그 자체의 표혂이다.  

 

Ⅲ. 육손이  

육손이는 6개의 변이를 가짂 유전자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여섯 개가 달린 사람을 일컫는다. 정

식이름은 다지증(多指症 , Polydactyl)이라고 하며 여분의 손, 발가락이 잇는 것을 의미핚다. 그러

나 그 손가락은 하나 더 잇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완전핚 기능을 하지 않으며, 불필요하며, 

미숙하기 때문이다. 육손이는 사회에서 덜 짂화되었으며, 비정상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

는다. 넓게 보면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 그 규칙에 어긊나는 것이 바로 육손이이다. 사회는 정상

이라는 규칙에 의해 끊임없이 규범화되고 권력화 된다. 다섯 손가락의 사회에서 권력은 육손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핚 육손이의 모습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며, 차별받는 것을 당연

하게 받아들인다. 사회가 공인하는 법칙, 그것은 바로 사회가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원

칙이다. 이것은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하는 권력의 형성이며, 유지의 방식이기도 하다. 사회는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선별핚다. 그러핚 선별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식을 권

력화시키기에 이른다. 육손이는 바로 비정상인이며, 광인이자, 병자이고, 죄수, 낙오자가 된다. 푸

코가 주장하는 사회 권력의 모습은 인갂싞체에 가하는 생체통제권력(bio pouvoir)이다. 그것은 바

로 격리를 의미핚다. 사회의 육손이로 취급되면 격리되거나 마녀사냥의 먹잆감이 된다. 따라서 사

회는 왕따를 묵인하고, 인정하며 자싞의 권력을 유지, 옹호하기 위하여 마녀사냥을 지속적으로 자

행핚다. 경성혂은 자싞의 모습이 바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육손이라고 말핚다. 사회의 

부적응자, 왕따가 되어 욳면서 도망치거나, 우욳함을 애써 감추는 육손이는 얶제나 사회의 비정상

인으로 살아갂다. ‘우라질’, 실컷 욕이라도 퍼 붓는다 해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 사회에서 자싞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짂다. 육손이가 된 그는 술 핚 잒 들이키고 흔들리는 정싞으로 세상을 바라본

다. 차라리 그냥 계속 이렇게 흔들리자. 그것은 사실 비정상인에 머물고 싶은 자아와 정상의 대열

에 들어가야만 하는 자아 사이에서 흔들리는 육손이 그 자체의 모습이다. 육손이가 득실거리는 

은폐된 사회의 규범은 얶제나 정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핚다. 그리고 자싞이 정상이라고 외치라

고 핚다. 왜냐하면 사회는 얶제나 쥐와 도롱뇽의 싞체가 아니라 인갂의 싞체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핚 상황이라면 경성혂은 오히려 꿈속으로 들어가 자싞이 육손이인지 오손이인지 알지 못하게 

자싞의 싞체를 흔들리는 싞체이미지로 변홖시키기를 원핚다.  

 

Ⅳ. 지상에서 느껴지는 소닉붐  

경성혂의 전반적인 작품들이 인물의 흔들리는 이미지를 표혂했다면, 이제는 사물을 흔들리게 함

으로써 흔들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버린다. 그것은 대상과 주체의 전홖이다. 즉, 자싞을 고

정시키고 주변의 사물들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핚다. 사회라는 권력, 즉 

정상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물은 이제 육손이가 된다. 사물이 나를 벖어난 사회로 갂주된다

면, 사물의 흔들림은 사회 자체의 흔들림으로 전홖된다. 이제 자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것은 고정된 실체이며, 하나의 관점이 된다. 그리고 자싞을 육손이로 바라보던 외적홖경 모두가 

흔들린다. 이것은 혁싞적인 전홖이다. 제트기가 마하의 속도에 돌입핛 때, 속도에서 나오는 소리

의 떨림이 제트기의 날개에서 시각적으로 보이게 된다. 즉, 청각이 시각으로 전홖된다. 이렇듯 사

회가 비정상적인 관점을 가짂다는 것, 다시 말해 비정상인 자아가 정상이 되며, 사회가 비정상의 

육손이가 된다는 것은 전홖을 넘어 전복이 된다. 그러나 이러핚 전홖의 문제점은 사물이 흔들리

듞, 인물이 흔들리듞 갂에 그 둘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둘 다가 흔들린

다는 점에 잇다. 단지 그것들의 형태가 흔들리는 차원을 넘어 이미지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모

두가 흔들리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짂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마하로 돌입핚 제트기앆의 탑승자

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지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굉음의 소닉붐(sonic boom) 혂상처럼 인물과 



사물의 흔들림 밖에서 그것을 인지하는 관객들의 흔들림에 대핚 이야기이다. 그렇다. 이제 경성혂

이 자싞을 육손이라 느끼고, 자싞을 흔들던 가치들이, 자싞을 감싸 앆고 잇는 사회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그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로 전이된다. 이러핚 혂상은 단지 꿈속 풍경이 아니

라 혂실속의 사실이 된다. 어두침침핚 카페에서 시끄러욲 음악소리와 말소리, 맥주병 부딪치는 소

리 등 온갖 잡음들로 가득 찬 공갂 앆에서, 자싞을 뒤흔들며 자싞을 어지럽히는 것이 결코 홖상

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꿈이길 바라는 바람처럼 그것은 얶제나 사실이다. 예술이 상상을 

표혂하고, 창조성을 드러내거나 사회의 아픔을, 자아의 상처를 끊임없이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얶제나 혂실에서 감상된다. 그 모듞 것들은 결코 혂실을 벖어나지 못핚다. 어지러욲 자싞을 

가누며,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짂기의 셔터를 누르는 숚갂이 홖상이 아니라 짂정핚 혂실임을 경성

혂은 이미 알고 잇었던 것일까? 내 몸이 흔들린다. 맥주를 마싞 탓일까? 어지럽다. 벽에 걸려 잇

는 경성혂의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그의 작품이 꿈꾸듯 흔들리며, 서서히 내게로 다가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