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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글.	권상인		예술학박사  사	진.	이기주	미술관 제공

「소	Cow」	47×30×58cm

승무僧舞의 공간변화와 영산회상 가락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노작가의 

변이다. 인체나 소·말·군상群像등의 형상들을 추상적 표현으로 접근하여 황토색과 

그 색상이 상징하는 원시적 생명감을 발현하는데 갑자년의 긴 세월이 흘러갔다. 

최근 제작한 일련의 작품들을 분석하면 청동기시대 고인돌의 얼개, 홍도의 내추럴한 

포름과 색상이 함께 현현되어있다. 즉 원시시대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그러므로 건강한 조형미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미의 본질을 찾아서 

60여년	탐색의	세월

청사靑砂 이기주는 서울대학교 조소과에서 김종영, 김세중, 송영수, 장욱진교수 등에

게 배웠다. 졸업 후, 1960년대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요업과에 미술교사로 부임한 후 

테라코타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도조陶彫 작품만을 발표하여 조각가 권진

규 이후 한국적 사실주의에 맥을 이어가는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본 도예의 메

카로 지칭되는 시가라키의 ‘도예의 숲’에 초대되어 제작한 구상적 인체를 표현한 도조

들은 그 미술관에 소장되어 일본 각 지방의 저명한 미술관에 순회 전시되고 있다. ‘도예

의 숲’에 초대된 세계적 도예작가인 미국의 피터폴커스, 로버트아네슨, 이태리의 알도

론티니 등은 인체를 테마로 성형하여 소성하는 작가들인데 아시아권의 대표작가로 한

국에서는 이기주가 최초로 초청되었다. 

이기주의 작품들은 주로 점토를 가지고 동물이나 인체를 크로키 하듯이 짧은 시간에 

걸쳐 사실적인 형태를 무시하고 반추상화 하여 소조한 부정형적 형상들이다. 인체와 

동물들의 형상을 한국적 양감과 이미지로 이상화시켜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박수를 받

고 있으며 조선시대 공주 학봉리 일대에서 소성된 철화분청에 그려진 쏘가리의 형상을 

닮은 일필휘지一筆揮之한 물고기를 그린 기물들 역시 높이 호평 받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저화도의 테라코타를 제작하여 국전에 출품하였다. 70~80년에 

들어오면서 고화도 도조작품들을 굽기 시작하여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한때 

1300℃를 상회하는 고화도환원불을 운용하여 백자항아리, 사발 등 차도구들을 발표하

였다. 이때 철사·진사를 발색시키기 위하여 특별하게 조합된 금속산화물이 1330℃로

부터 요변현상을 일으켜 도자기표면에 흘러내리지만 바닥까지 흐르기 직전에 소성을 

마치고 급 냉각시켜 고정시키는 기법은 그의 독특한 경지이다. 

작가	이기주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국전에 테라코타 작품을 

출품해 다수 수상한 바 있다. 

개인전 14회를 비롯해 다수의 

기획전과 그룹전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현재 

경성대학교 공예학과 명예교수, 

(사)부산문화유산연구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테라코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기주 작품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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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가가 운용할 수 있는 온도의 한계를 초월한 콘 

No11, 12의 눈부신 백색화염 속에서 안료가 흘러 내리

는 흐름을 식별해내는 그의 안목은 특별한 것이다. 이 시

기 소성한 전통적 도자기 안료인 철사와 진사는 한국뿐

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색상

과 질감을 가지고 있다. 이름 하여 유적釉滴 철사, 유적 

진사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05년 이후부터 유년시절 집에서 길렀던 소나 말, 인체

를 테마로 하여 대학시절 몸에 익힌 소조기법을 여전히 

고집하며 제작하였다. 이렇게 소조한 형상들을 건조시켜 

시유를 하지 않고 조개껍질을 넣어 고화도로 번조해 내는 

이른바 신라시대의 토기소성방법인 자연무유소성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적으로 유약이 생겨 

시유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또한 특별한 기법이다. 

최근 10년 동안 제작한 작품들은 인체나 소, 말, 군상群

像 등의 형상들을 추상적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옹

기소지로 성형하고 자연 무유소성방법을 통해 소성방법

에 변화를 줌으로써 적색의 색상과 그 색상이 상징하는 

원시적 생명감을 발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시

도는 기존의 테라코타 소성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

다. 최근 일련의 작품에서는 현대의 물질문명보다는 원

시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이고 건강한 조형미를 추

구하였다. 

2020년에 들어오면서 청사의 작품테마는 동물 형태에

서 일탈하여 인체로 회귀하지만 인체가 기하학적으로 추

상화되고 있다. 다분히 그는 한국적 형상들의 원초적이

거나 본질적이거나 문학적 혹은 시간예술인 음악이나 무

용의 춤사위 등을 조형적으로 함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최근 제작 된 20여개의 테라코타 작

품의 명제를 보면 승무僧舞, 영산회상靈山會上, 상영산上

靈山 등 조선시대의 아악의 명제나 조지훈 시인의 승무

를 연상시키는 Form의 명제를 부쳐놓은 것을 보면 필자

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는 한국적 형상Form의 본질을 추

구하는 새로운 조형의 길을 모색하며 가고 있는 것 같다. 

그의 70년 동안 작품제작의 리듬으로 분석하면 이제는 

90세를 향하여가는 세월을 감안하면 끊임없이 변모를 

거듭하며 걸어온 창작의 마지막 장章이 될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이기주	테라코타전	

2021.8.31~10.3	이기주미술관,	산목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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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돌	Dolen」	37×15×59m

2	 「승무-봄	Temple	dance-Spring」	27×11×59cm

3	 「궁사	Archer」	26.5×18×61cm

4	 	「좌상	Seated	Image」	18×22×6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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