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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PT&Critic 프로그램에 선정된 정현두 작가는 100호 크기 화

면을 다채로운 색채와 붓의 흔적으로 가득 메운 추상회화 시리즈 9점을 선보였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PT&Critic은 그간 첫 개인전을 해야 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

다. 굳이 첫 개인전으로서의 프로그램으로서 진행했던 것은 좋은 작가들과 자신의 작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선배 작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9년 부터는 

PT&Critic 선정 대상은 더 이상 첫 개인전으로서가 아닌, 젊은 작가들 중 상호 의견 교환과 

프리젠테이션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가로 그 대상을 변경

하였다. 정현두 작가는 이미 2번의 개인전을 가졌었고, 작업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몇 번 

작성해 본 작가이다. 세대 간의 다른 방식의 방법론, 작업 서술에 대한 언어의 변화 등은 자

연스러운 현상이다. 젊은 작가들에게 언어를 교정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 보다는 그

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고, 자신의 언어를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를 상호간에 최대한 이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 보였다. 그래

서 PT&Critic은 말하자면 ‘세대 간 상호 이해의 장’ 정도로 만들어질 것 같다.

정현두 작가는 얼굴을 그린 것일까, 지운 것일까. 작가는 ‘던지는’ 이라는 뉘앙스가 주는 속 

시원함과 회화적 언어로서의 모호함 사이에 우리를 위치시킨 채 마치 수수께끼를 제시하듯 

여러 가지 해석을 유도한다. 작가는 화면 위로 직관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드러

낸다. 관객의 눈은 이 두서없어 보이는, 자유분방하고 호기로운 움직임에 조응하며 작가의 

언어를 탐색해 나간다.  

이 작가의 캔버스에는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다. 전시 제목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단지 시각적 평면성에 그치는 환영이 아닌, 물리적으

로 존재하는 신체를 관통하여 구현된 결과물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리즈를 구

성하고 있는 각 아홉 점의 그림은 이번 전시 이전에 작가가 드로잉 연작 제작의 방법론으로

부터 출발한다. 그는 세 장의 종이를 두고 하나의 이미지를 그린 후 이들의 배치를 바꿔가

면서 같은 과정의 그리기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벽에 걸리는 세 장의 그림은 서로 이어

지는 부분과 분리되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는 이번 전시의 캔버스들이 하나하

나의 개별 이미지로, 혹은 벽 전체에 걸린 모든 이미지의 연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유이

기도 하다.  

작가는 초기 작업에서 숲의 풍경을 그리고, 숲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에 집중하여 재현하

였다. 재현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눈으로부터 받아들인 시각정보의 서술이었다. 보이는 특정 

풍경 자체가 전달하는 묘한 감정을 옮기기 위하여 해당 장면을 담는 행위였지만, 작가는 이

내 이런 재현의 방법이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다. 즉 시각정보로부터 추출된 주관적 감정은 그 객관적 형태의 묘사 과정에서 혹은 그 묘

사된 장면에서 다시 이끌어 내기에는 이미 일정 틀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정현두 작

가는 다시 이미지를 지워나갔다. 사라진 형태 끝에 남은 작가의 움직임의 흔적은 원래의 형

태를 가차 없이 지워나가는 몰아일체 된 역동적인 태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이미



지를 지운 캔버스 표면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현두 작가의 작업 표면에 그려진 혹은 발려진 물감의 흔적은 그 자체로 조형 언어가 될 

수도, 그가 보고 있는 대상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가 머리 속에서 떠올리는 특정 

단어가 시각 이미지로 현현되었을 때, 몸의 제스쳐가 더해진 손끝에서 발현된 특정 색과 형

태는 작가가 원하는 바로 그 대상을 선명하게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초기 작업에

서 환기하듯(*녹취록 참조) 눈앞의 화면을 묘사하기 보다는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실재 

감각할 수 있는 촉각들을 화면으로 옮기는 과정이 그의 회화이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