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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이정형 개인전의 전시 제목인 “파인 워크 fine work”는 ‘순수예술’로 
번역되는 ‘fine art’의 ‘fine’과 ‘일/노동’의 영어인 ‘work’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단어이다. 전
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예술작업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노동의 현장 자체를 
예술의 소재로서 차용한 사진 작업 <우리(디지털 프린트, 2015)>는 작가가 이번 전시의 
대표이미지로 제공한 것인데, 2014년도에 ‘공장미술제’ 전시장을 조성에 참여, 그 공사 현장
에서 배출되는 목재 부산물 위에서 널브러져 있는 인부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
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떠올릴법한 회화나 조각 등의 완결성과는 거리가 있는 거친 현장의 설
치작업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이 사진은 조그맣게 프린트되어 알루미늄 프레임의 깔끔한 
유리액자에 넣어진 채 가장 긴 하얀 벽에 덩그러니 걸려있다. 이정형 작가가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목공/철제 등을 사용하는 공간 조성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날것의 요소
를 사용했음이 틀림없음에도 이번 전시에서 보여지는 작품들은 이러한 반전의 연속이다.

MDF 판재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MDF가루를 모아서 전시장 가운데에 이를 
정확히 합판 규격 사이즈만큼 펼친 <4X8 MDF 가루 18T(MDF 가루, 2015)>는 전혀 다
른 물성을 가지게 된 새로운 오브제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각적 시각적 자극이 강화된 
그 무엇으로서 놓여있다. 또한 현장에서 도색작업을 한 후 버려지는 페인트통과 롤러 등을 
쪼개진 받침대 위로 툭툭 놓아본 <페인터(혼합재료,2014)> 역시 현장의 도색 도구를 통해 
‘도색공’을 지칭하기도 하고 ‘화가’를 지칭하기도 하는 ‘페인터’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붙임으
로써 이 설치 작품이 전달하고 있는 이중적 메시지를 드러냈다. 작업용 면장갑의 손가락을 
조각 형식으로 만든 <위대한 손가락, 2015>은 여느 추상 조각 못지않은 아우라를 내뿜는 
동시에 제법 사실적 면장갑 묘사를 통하여 연상하게 한다. <예술의 전당(혼합재료, 
2015)>은 언뜻 보면 멀쩡한 추상화이지만, 이는 전시 전 현장으로서의 예술의 전당의 벽면
을 재현한 것이다. 투박한 마티에르의 천벽지 재질의 벽 표면이 매 전시 때마다 백색으로 
칠해지며 점점 두꺼워지고 이를 긁어내었을 때 그 쌓인 물감이 벗겨지면서 원래의 벽면 재
료 때문에 만들어지는 무늬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shirine 청계천(혼합재료, 2015)>
은 인도의 신이며 부의 신으로 여겨지는 ‘가네샤’상을 중심으로 작가가 평소에 청계천 지역
에서 구입하거나 주어 온 도구들을 재물 삼아 쌓아 놓은 설치 작업이다. 사업가이기도 한 
이정형 작가가 노동 현장에서의 결과물의 보다 나은 환산을 기대하고, 현장에서 쓰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재단 주변으로 주섬주섬 늘어놓고 쌓아 놓은 것이 꽤 직설적이면서도 이것이 
작가들의 은근한 바램을 대변함을 짐작케 하는 위트도 볼 수 있다. 그 외 <벽돌 위에 벽돌 
(벽돌위에 채색, 2015)>을 비롯, 다른 작업들 역시 공사 현장에서 줍거나 버려진 것들, 그
리고 실제 사용 중인 것들을 변형하거나 재구성 하여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진 오브
제들을 볼 수 있다.

이정형의 작품의 재료는 현장에서 남겨진 잔해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들은 
키치적인 취향으로서의 싸구려 오브제가 아닌 꽤 세련되고 정갈한 모습으로 전시장에 조심



스럽게, 신중히 놓여진다. 이들은 속세의 물질 중에서도 그 부산물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
는 동시에 마치 모더니즘 작가들의 추상화와 추상조각들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것은 아마
도 설치 방식에서 오는 공간과 작품 간의 정갈한 관계에서도 기인된 듯 하다. 설치 기간 내
내 작가는 그 위치를 선정하고 작품 간의 간격과 각도는 치밀하게 고려하였다. 그것은 객관
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에 의거한 설명적 방식이 아니다. 여러 번 배치를 바꾸어보며 공간에 
대한 감각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나의 공간 속에서 각각의 작품들은 독립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각자의 공간을 생성하고 있다. 그들을 서로를 방해하지 않되 전체적 풍경으로 자연스
럽게 시선이 흘러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서의 
이러한 장치는 작품이 모두 개별적인 성격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전시 전체를 하나의 풍경으
로 유지할 수 있는 작가의 공간 감각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정형 작가는 크고 작은 전시 행사의 공간 연출을 위한 현장 조성 작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고, 주변 지인의 정보에 의하면 재료나 상품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
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일(work)과 자신의 삶으로서의 예술(art) 활동을 구분하며 고
민하였던 시기를 거쳐 현재 이 두 가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일과 예술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의 작가는 재료와 매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공간 연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나는 이정형의 작업 방식을 보면서 현대미술의 
무거운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옴을 느낀다. 그의 작업은 흔한 재료들이 배치되면서 서로 관
계를 만들어가면서 교차하며 새로운 콘텐츠와 외관을 재생산하고 있다. 어찌 보면 무거운 
개념적 설명이 덧칠 된 트랜디한 설치 방식으로 치부될 수 있는 형식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이정형 작가는 이를 가볍게 다룸으로써 간결하고 명쾌한 시각 언어를 들려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