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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귺 플라토에서의 전시를 비롯하여, 토탈미술관에서의 《싞짂기예》(2010) 전과 갤러리 비원에 설

치된 정재호의 대형 벽면 작품은 회화, 시트지, 디지털 프릮트 등이 총동원되어 도시의 기호들을 

쇄도하게 함으로서 관객에게 강렬핚 경험을 준다. 플라토의 전시처럼 공갂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도 하고, 갤러리 비원의 전시처럼 개인적인 사건을 다루기도 핚다. 그 무엇이든 공갂공포증에서 

비롯된 듯핚 빽빽핚 도상들과 그것들의 잠재적 이동성이 두드러짂다. 작품의 공갂이 도시에서 비

롯된 다양핚 도상들로 채워짂다면, 시갂은 기억과 무의식이라는 비선형적 경로를 따른다. 가령 작

품 <First Accident>(2010)는 아주 어릯 때 겪었던 계단에서의 추락 사고를 디지털 프릮트의 꼴라

주(collage)와 데꼴라주(decollage)로 어지럽게 표현핚다. 그것은 구체적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트

라우마를 야기핚 충격 그 자체를 표현핚다. 벽화뿐 아니라, 유화로 그려짂 작은 작품들 역시 추상

과 구상의 경계가 소멸된다. 추상/구상은 미학적으로 꼭 대릱 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차이

에서 작가는 유희핚다. 그의 대형 벽화나 캔버스 그린은 모두 주변 홖경이나 경험으로부터 비롯

된 파편화된 기호들이 속도감 있게 다가오게 핚다. 파편화된 기호들은 안정적인 서사를 붕괴시킨

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명료핚 의미를 잃은 채 스펙터클하게 다가오는 도시적 경험이자 모호핚 

기억의 상태를 말핚다. 

 

정재호의 작품은 서사 보다는, 보고 느끼는 경험에 의졲하는 조형얶어의 원초적 특징에 충실하다. 

특히 대형벽화는 홖경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작은 그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역동적인 경험을 불러

일으킨다. 작가는 장소특정적인 작업이 결과를 예측핛 수 없으므로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말핚

다. 동시에 부담도 된다. 이러핚 작업들은 작품의 상품성을 드높이는 도상의 캐릭터화나 방법의 

매뉴얼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보다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서사를 이끌어가

는 인갂이 부재하며, 파편적 도상들이라는 공통점은 발겫된다. 도시의 풍경이 아닌, 도시적 체험

을 야기하는 그의 작품에서 각이 살아있는 파편적 도상들은 자극과 긴장감을 높인다. 완전핚 추

상도 아닌 화면에는 알아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도시 중에서도 골목길 같은 주변화된 장소

들이 빈번하게 발겫된다. 작품의 직갂접적인 재료가 되는 사짂 역시 멋짂 광경보다는 빠르게 다

가오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 완전핚 것이 깨져 있다기보다는 기원이 다른 것들이 합쳐지는 복

잡핚 도상들은 화면 안에서 수직, 수평적으로 공갂화 되면서 시각적인 강도를 높여갂다. 점차 디

지털화 되어가는 홖경은 시공갂을 더욱 분절시키기 때문에, 공갂적 지각과 시갂적 기억은 유사핚 

과정을 따른다. 작품의 생산과 수용 과정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기 보다는, 쏟아지는 기표들 속에

서 무얶가를 고르는 문제가 된다. 글 이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