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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 정돈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내 몸을 360도로 

가득 감싸고 있는 정현두의 작품을 차례차례 감상하고 있노라면, 이국적인 숲을 경험하는 

것 같은 황홀감을 느끼게 된다. 분명히 9점의 작품은 각기 다른 장면을, 순간의 흔적을 담고 

있음에도 커다란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진다. 작품이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대를 지시하고 있

지는 않지만 관객은 전시장 안에서 일종의 공간감을 경험한다. 9점의 작품들은 마치 오케스

트라처럼 각자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며, 모두 모였을 때에는 웅장한 하모니를 보여

준다. 그의 작품은 여러 종류의 붓 터치, 색, 구성 등을 분석하는 이성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방식, 직관적으로 그림을 느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전시 제목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은 해보지 않았던 상상을 해보게끔 한다. 내 얼굴을 누

군가에게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만약 캔버스를 한 명의 사람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얼굴’을 옆의 그림으로 

던진다는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하나의 사람/문장 속에 있는 얼굴/주어가 그 

옆의 그림으로 이어져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작품은 캔버스 안에서 완성 혹

은 종료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 옆의 작품으로 이어져 나간다. 

개별 작업의 의미보다 하나의 시리즈로서 작업을 구상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제 더 이상 

회화 작품은 한 화면 안에 갇혀 완성된 혹은 박제된 이미지로 존재하지 않는 대신, 하나의 

전시 안에서 여러 작품 사이의 조화를 이루며 생동한다. 더 나아가서는 전시와 전시도 이어

져 나가며 하나의 연계성을 직접 드러내기도 한다. 그 때문에 시리즈로 구상한 작업은 한 

점만 따로 떼어서 걸었을 때에 그 본래 의미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서있는 작가가 자유롭듯, 그의 작품도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있는 듯하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전혀 사람 혹은 얼굴처럼 보이지 않는 그의 작품에 <얼굴을 던지

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 정현두의 작업이 완성된 이미

지를 상상하고 그린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아닌, 몸의 행위와 시간을 

집적한 결과물로서의 회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캔버스의 크기 역시 작가가 

캔버스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충분히 활용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다. 아주 작

지도, 아주 크지도 않은 인체와 비슷한 크기 말이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몸의 흔적이 고스란

히 남은 집적물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림을 사람처럼 느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렸다고 말하는 작가이지만, 투박한 단색, 검정, 거친 붓놀

림은 아름다운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의 붓터치는 잭슨 폴록의 흩뿌려진 물감처

럼 기계적이고 몰개성적인 흔적이 아니라, 작가가 캔버스 앞에서 오래 고심한 주관적 결정

들의 집합체이다. 붓은 뻣뻣한 상태의 “굵기만 다를 뿐인 확장된 손(extended hand)”같다는 

작가의 말을 상기시켜볼 때, 그의 작품은 곧 손의 흔적임을 알게 된다. 작가의 손의 흔적들

로 가득 채워진 자유분방한 화면은 이제 그의 손을 떠나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운 듯 춤추며 

관객에게 말을 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