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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되는 도기와 자기의 형태들, 사라져가는 얼굴들, 뜨거운 비가 되어 내리는 유약의
빛깔들, 이성적인 것에 맞선 김명주 작가의 도예 세계는 존재의 신비,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에 우리를 초대한다.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매우 섬세하게 흙으로 소조하는
작가는 인간의 영혼과 고통,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것을 빚어낸다. 진실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우연과 통제의 균형 속에서 작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점토와 유약을
사용하며 이를 실행해 나간다. 영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실은
아무도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간파하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이는 회화와 조각이 자주 시도하곤 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시인과 음악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시간처럼 테두리를 만들지 않으며, 식별할
수 있는 것과 인지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예술과 관계되는 것이다. 꿈과 같이
움직이는 바로 그곳에서 김명주 작가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형태가
없는 것에 매우 실체적인, 특히 바로크적 형태를 부여하고, 내부의 움직임,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불안을 읽어내며 모험을 감행한다. 영혼과 생기와 동물은 아시아 문화가
하나로 여긴 근간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초월과 신비의 세계에 속해 있다. 도예가
김명주는 그 상상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신비로운 실체를 그리거나 조각하는 대신
다만 그의 존재를 드러내 보인다. 육체와의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의 존재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것에 살을 입히는 것이다. 흙에서는 흐릿한 인간의 형상들이
나타나고, 강렬한 백색 위에 유색의 유약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흔적들은 피, 눈물 등의
체액들을 아련히 떠올리게 한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괴로움과
고통의 바퀴에 짓이겨진 듯한 유기적 형상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남아 있고, 그 형상들
안에는 부재가 존재한다. 형태 없는 작은 덩어리들의 주름들 안에서 눈이 녹고, 그 속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러한다. 그리고 변신을 준비한다. 곡선과 굴곡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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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연상시킨다. 알 수 없는 현실들, 그 속에 작은 머리들 여럿이 유약에 들러붙어
흘러내리기도 한다. 방황과 고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작은 인물들 또한 등장한다.
고문 받는 몸을 보여준 루이즈 부르주아의 세계에서와 같이, 김명주 작가 역시 자신의
작품들을 심리적 이유로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작가 스스로도 그러한 표현 방식과는
거리를 둔다. 작가가 만들어내는 고뇌, 불안, 슬픔, 버림과 고독의 이미지들은 어떤 한
커다란 진실의 형상들이다. 존재의 훼손, 그 안으로 천천히 녹아들 준비가 된, 타자에게
다가가는 버려진 머리는 인간애의 깊이를 보여주기에 사랑은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1973 년 한국에서 태어난 김명주 작가는 만 18 세에 홍익대학교에 입학해 도예 공부를
시작한다. 생활을 위해서 맥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창작 작업을 할
때에는 연필로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것, 불안과 또
다른 감정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면에서 입체로 작업을 확장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그 후, 여러 개인적 상황들로 2001 년 프랑스에 가게 된 작가는 파리에 있는
아주 작은 작업실에서 수년 간, 동양의 애니미즘과 유럽 문화의 기이한 조화로 태어난
동물의 몸, 인간의 얼굴, 식물의 머리칼을 가진 시적인, 작은 형상들을 만든다. 그리고
일본의 시가라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012 년에서 2014 년까지 브뤼셀의
깜브르 고등 시각 미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자신의 작품 세계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꿈으로 충만해진 작품들을 창작하는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2013 년 작가에게 뮤지엄 상을 수여한 스위스 제네바의 아리아나 뮤지엄은
작가의 작품을 한 점 소장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더욱
견고해진 작가의 작품은 현대 도예 세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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