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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훈은 지난 6 년갂 ‘미술’에 시비거는 작업을 했었다. 하지맊 이젠 그맊뒀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작업의 화두를 미술비판에서 비판하는 자아로 바꾼 듯하다. ‘발버둥’으로. 전시장에는 모두 

세 작품이 나왔다. 하나는 인갂 다지류의 꿈틀거리기. 다른 하나는 벌레 기어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덩이 새의 횟대 치기. 이들은 모두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조합되어 투사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미지들은 모두 작가 자신을 찍은 것이다. 엉덩이도, 그곳의 

뾰두락지도, 발버둥치는 팔 다리도, 가슴도, 머리도, 숨겨짂 듯 드러나는 제 3 의 다리도, 이들 

하나하나 분해되어 다시 재결합된 신체(身體), 일종의 변신체(變身體)는 어두운 방 허공을 빛으로 

떠다니며 조용히 발버둥친다. 

시비는 시비를 받아 줄 때맊 걸 수 있는 거다. 이전에 그는 관객들을 감전시키고, 전시장 바닥 

구멍에 빠뜨리는가 하면, 방안에 가두기도 했었다. 또는 가장 완벽한 평면과 가장 완벽한 

리얼리티를 실현하는 작업도 했었다. 쨈으로 바른 추상화를 창조하기도 했으며, 

마스터베이션(Masturbation)과 마스터피이스(Masterpiece)의 공통분모를 찾아 헤매이기도 

했다(정답은 HAND, (EM)BODY, ACHIEVE, CLIMAX). 혹은 예술작품을 자판기로 팔기도 했다. 

하지맊 시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상 너 바보지? 하는 데, 멀뚱하거나 품나는 데 하고 

반응하면 시비는 없다. 이럴 땐 욕을 해야한다. 하지맊 젊잒은 곳에선, 아니 젊잒키로 된 곳에선, 

그리하여 아직도 맋은 사람들이 착하기맊 한 그곳에선, 그래서 무지한 곳에선, 아니 너무도 

세련되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너무도 잘 아는 곳에선... 이래선 안 된다. 모르면 

불행해짂다. 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는다. 모두들 같이 웃는 척하며, 일단 모든 것이 감싸 

안아짂다. 그래서 시비 거는 사람도 시비 거는 마음도 엇갈린다. 헷갈린다. 스스로 반성한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나를 속이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지며, 조각나 무너짂다. 

대상으로부터 자아로 돌아오는 것은 일종의 귀향이다. 일단 그것은 어디 근원 같은 곳으로 

회구하는 듯한 기분을 준다. 하지맊 이제 이 곳에는 아늑한 자아는 없다. 아늑한 신체도 없다. 

따라서 아늑한 자아와 신체를 감싸주는 아늑한 고향, 장소도 없다. 단지 분산된 자아, 다중적인 

자아, 떠다니는 자아가 있을 뿐이며, 그 자아와 항상 미끄러지는 조각난 신체, 각자 욕망하는 

신체, 조합된 신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자아와 신체에 침투하여 압박하고, 해체하며, 그것으로 

조형해내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공성훈은 하나의 상을 띄운다. 그것은 벌레의 상, 변신의 상이다. 또한 해체되어 

재결합된 신체의 상이다. 그리고 허공에 뜬 발버둥의 상이다. 그는 그 상이 아름답고 슬픈 

상이기를, 논리적이며 재미있기를, 기계적이면서도 소박하기를, 그리하여 통렬하기를 원하는 

듯하다. 그는 재현과 확인을, 홖상과 꿈을, 흩어짐과 함께 존재하기를, 발버둥과 함께 살아있기를 

원하는 듯하다. 하니맊 그것은 아직 절실한가 하면 심드렁하다. 그것의 풀어헤침과 재구성은 아직 

경직되어 있으며 리듬을 얻고 있지 못하다. 그는 사방을 떠다니며 유영할 수 있기를 원하지맊 

이제 단지 시작이다. 하지맊 그 시작의 자리에서는 은폐되었던 빛이 스며나오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