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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속의 서정성 - 김유주의 도자 부조 

도예가 김유주가 9년 만에 개인전을 갖는다. 그동안 캐스팅에 의한 도조작업에 주력했던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도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섬세한 부조 연작들을 통해 서정적 주제들을 그린다. 이들은 특별히, 작가가 근래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도자 표면에서의 수채기법

을 통해 더 다채롭게 구현되고 있다. 

출품작 전체에 적용된 수채기법은 작가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다. 소지 위를 덮는 유약이나 소지와 섞는 금속산

화물의 경우와 달리, 이 기법은 수용성 금속산화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성을 통해 기물의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스며들며 발색한다. 초

벌구이한 소지 위에 이들을 입히는 방식에 따라, 활달한 붓질에서부터 정교한 상감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수묵화

에서처럼 농담이나 점이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츨품작들에서 드러나는 이 효과는 부드럽고 촉각적인 색감과 톤의 변화에서 살필 수 있

다. 이들은 관람자의 시선을 가까이 끌어당겨 섬세한 세부를 즐기도록 하는 세공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작가는 새로운 조형언어들을 동원하며 생활 속에서의 상념과 서정의 세계를 그리고 

전달한다. 시간의 흐름, 주변의 변화, 생각과 신념 등, 감각적이고도 정신적인 모티브들, 

상념의 침전물들이 여러 가지 도상과 조형언어들 속에 담겨 물화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암시적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병환과 관련된 심장의 형태를 형상화한 

‘마음을 숨기다’ 시리즈가 예외적이라면, 대부분의 주제들은 매우 환원적인 조형요소나 

반복적 패턴 속에 스며들어 있다. 구체성보다는 추상성을, 서사보다는 함축을 통해 작가는 말을 건넨다.  

전시 제목으로 선택한 ‘프레임’ 역시 함축적이며 다중의 의미를 지녀 흥미롭다. 우선, 모든 작업은 사각형이라는 시각적 프레임에 의해, 

그리고 다시 외곽의 입체프레임에 의해 구획되고 있다. 이 프레임은 안쪽의 유기적 형상과 대비를 이루거나 이들을 안정시키는 조형요

소로 채택되면서 작품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편, 프레임은 김유주의 모든 작품을 떠받치고 있는 성형방식으로서의 캐스팅의 형틀을 

은유한다. 캐스팅이야말로 작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흙이라는 질료와 사람의 손 사이에 끼어든 

형틀, 즉 캐스팅의 활용은 일종의 ‘간접적’ 조형방식으로, 작업 과정에서의 임의성이나 즉흥성을 차단한다. 김유주의 경우, 작품 전체를 

프레이밍하고 있는 이 오래된 기법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여과하고 정제함으로써, 중용적 조화로움과 명징

함의 옷을 입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용일. 국민대 교수



봄/여름/가을/겨울  spring · 480X480X30 mm



호수마을  Hosoomaeul · 265X265X45 mm



무제  untitled · 355X355X35 mm



무제  untitled · 355X355X35 mm



마음을 숨기다  hiding inner thoughts · 210X200X105 mm



마음을 숨기다  hiding inner thoughts · 280X260X60 mm



4개의 아름다운 집착  four beautiful attachments · 180X270X45 mm



공정한 마음  fair and square · 175X175X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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