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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이세준, 정현두
이것은 나(너)의 그림이다(아니다)
2022. 4. 13 수 - 2022. 5. 1 일
아티스트 토크 : 4. 17 일 오후 5시 (패널: 김성우 기획자)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space_willingndealing)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회화 작가인 이세준, 정현두 2인전 <
이것은 나(너)의 그림이다(아니다)>를 개최한다. 두 작가는 하나의 작업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서로의 작업을 들여다보면서 발생한 몇 가지 질문을 상대에게, 혹은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
했다. 그들은 회화에 있어서 독창적인 스타일의 존재 여부와 각자의 그리기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가 가능한지, 그리고 서로의 작업 스타일을 모사 혹은 참조하여 이미지를 완성한 경우, 각자의 회화적
방법론과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등을 질문하였다. 어느 날 이 두 작가는 서로의
그림을 바꿔서 그려보기로 했다. 즉 이세준은 정현두의 그림을 참조하여 그리고, 정현두 역시 이세준의
그림을 참조하여 그리기로 한 것이다. 서로의 회화 스타일을 관찰하고 질문하면서 모사를 해보거나 상
대의 작업 스타일을 모방, 변주하여 자신의 화면을 만들며 이세준은 정현두가 되고 정현두는 이세준이
되는 기간을 가진다. 이는 편지를 주고받음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방
식인 펜팔과 같이 화가로서 붓질을 나누는 행위, 즉 ‘Brush-pal’이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진행한 서로
의 그림에 대한 피드백과 방법론의 상호교환으로 그들이 애초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프
로젝트이기도 하다.
이세준의 화면은 평면을 향한다. 즉 특정 붓 자국이나 형상이 그려지면 그 이미지의 주변에 만들어지는
여백을 채워나가듯 또 다른 이미지와 배경이 들어선다. 꼼꼼하게 여백을 채워나가는 동안 이세준은 붓
의 방향, 움직임의 길이, 물감의 색 등이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리
적인 답을 생각한다. 반면 정현두 작가는 즉흥적 움직임과 캔버스 위 물감의 발림의 상태, 농도 등에 따
라 만들어낸 색과 이미지에 직관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를 반복한다. 화면 위로 쌓아나간 레이어의 이미
지는 다채로운 색감을 드러내며 작가의 감각적 판단으로 완성된다. 이세준은 형광색과 원색, 검은색 등
정통의 회화에서는 보기 힘든 색채들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작가이다. 원색의 채도를 유지하면서 알 수
없는 공간을 부유하는 구체적 형상을 지닌 대상과 조우하는 화면을 만들어낸다. 정현두는 색감의 밀도
감을 더하면서 채도를 점차 무겁게 만들기도 하며, 표면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공간을 향하듯 전체 화면
을 온전한 추상과 감각의 결과물로서 다룬다.
이번 전시는 김성우 독립기획자와 함께 작업 과정과 결과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
과 결과들을 토론하면서 전시의 형식으로서 소개하게 되었다. 각 작가별로 형성해온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상호 교환한 작업 방식의 결과물로부터 회화작가로서의 유의미한 개념을 획득
하였는지, 서로의 차이와 동일성은 무엇인지 등 작업을 둘러싼 질문과 대답을 설펴보는 전시가 될 것이
다.
이세준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전공, 동대학원 회화전공을 졸업하였다. KSD갤러리(2020), 갤러리 아
리오소(2019), 스페이스 윌링앤딜링(2019)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자하미술관(2021), 토탈미술관
(2020), 오산시립미술관(2020) 등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2020), 울산 북구 예
술 창작소(2019) 등 레지던시에 선정되었으며, 작품집으로서의 도서 <포락지(2017)>를 출간하였다.
정현두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 전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 석사 졸업하였다. 스페이스 윌
링앤딜링(2019), 위켄드 서울(2018), 공간형(2017)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카달로그(2021), 경기창
작센터(2020), Artspace 3(2019) 등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20년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에 선정되
었다.

PHOTO REVIEW
김정은

새로운 시간
2022. 3. 16 수 - 2022. 4. 3 일
아티스트 토크 2022. 3. 20 일
팟캐스트 '아트톡 윌링앤딜링' podbbang.com/channels/14065/episodes/24311028

ART FAIR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부산 2022에 참가합니다. 일정은 2022
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벡스코(BEXCO) 제1전시장(Exhibition Center1)에서 열리는 본 행사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부스(A-32)에는 김정욱, 남진우, 백경호, 엄유정, 윤가림, 이세준 작가의 작품을 출
품합니다.

SHORT 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남진우 작가는 오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MZ세대의 후기 아날로그적 경향들>에 참여했습니다.
2022. 1. 18 - 2022. 4. 17
백정기 작가는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차와 커피의 시간 Tea Time & Coffee Break>에 참여했습니다.
2022. 3. 11 - 2022. 6. 19
255mov (고재욱, 유영진)는 아웃사이트에서 기획전 <코인사이드 COINCIDE>를 가졌습니다.
2022. 3. 31 - 2022. 4. 29
255mov는 고재욱과 유영진으로 구성된 영상 제작 콜렉티브입니다.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창작의 현장 사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고재욱 작가는 송은에서 열린 송은문화재단 소장품전 <Past. Present. Future>에 참여했습니다.
2022. 4. 6 - 2022. 5. 14
권혜성 작가는 일본 도쿄의 갤러리토우드, 핀치아츠에서 열리는 그룹전 <한국화와 동양화와>에 참여합니다.
갤러리토우드 (gallery TOWED) 2022. 5. 6 - 2022. 5. 22
핀치아츠 (FINCH ARTS) 2022. 6. 3 - 2022. 6. 26
임윤경, 홍순명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나너의 기억>에 참여했습니다.
2022. 4. 8 - 2022. 8. 7
김민조 작가는 상업화랑 을지로에서 개인전 <떠도는 새와 개의 방>을 가집니다.
2022. 4. 12 - 2022. 5. 1
한황수 작가는 김포의 CICA미술관에서 열리는 <국제전 “I”>에 참여했습니다.
2022. 4. 6 -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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