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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의 청화는 한국 현대도예가 이제껏 전통의 새로운 계승이나 재해석의 일환으로 해석
해온 이미지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비싼 재료를 아끼기 위해 과감한 생략과 효과적인.
상징을 고안하고 백색의 여백에서 단순함과 간결함을 도출하고자 했던 옛 도자의 조형정신
을 복구하는 대신 그는 옛 재료와 방식으로 그리되 오늘날 도자기 담아내야 할 사회일반의,
요구와 담론을 가장 익숙한 그러나 가장 생경한 푸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전시장에는 도판 그리고 절규하는 손과 장화 잠수 마스크 기계 형상이 혼재된 모뉴먼트, , ,
가 자리한다 자유분방한 청색 붓질은 평면과 입체를 가릴 것 없이 백토 또는 화장토를 분.
장된 하얀 화면을 종횡으로 휘지揮之한다 붓은 예술사 마디마다 푸른색으로 그려진 유명한.
명화들 수많은 공예품의 피부를 덮었을 반복적 패턴들을 재현한다 그 중에는 그간 작가가, .
인간 생과 죽음 희생과 희망에 관해 지속적으로 사유하고 탐구해왔던 아이의 두상이나 해, ,
골 반핵 심장 등 익숙한 기호들도 등장한다, , .

사각의 프레임 속에 거주하는 작품 단편들의 조합은 거대하고 단일한 형상을 만드는 대신
개별 단위들의 집적을 통해 통합적 구조를 완성해온 그의 오랜 조형방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각의 유니트들은 문뜩문뜩 떠오르고 유류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에.
서 태생하고 선택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듯 순서와 맥락도 없이 나열된다 단편들은.
개개의 요소들을 서사와 이미지의 연속성 속에서 균형있는 조화를 도출하려는 총체적 구성
에 종속되지 않는다 나아가 작가는 심미적 기능적 필요에 의해 옛 도자의 어깨 기저부 전. , ,
등 기器의 주변부에 자리했던 공예 의장적 무늬들을 화면의 중앙으로 옮기고 확대하고 해체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체는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정성스런 붓질로 실천된.
다 작가는 세필이 만든 겹침과 머묾 번짐을 확대해 퍼지고 흐르고 메우는 코발트의 다채. ,
로운 색채와 효과 깊이 변화를 끊임없이 증식시키고 채집한다 이 선후와 맥락 없는 푸른, , .
평면의 알레고리들을 절규하는 손 기계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잠수부 마스크 장화로, ,
결합된 모뉴먼트 구성의 표피에도 동일하게 전개된다.

이처럼 김정범의 화면은 표면적으로 도자예술의 재료와 회화적 수법이 도출가능한 모든 물
성을 동원해 완성하는 추상적 화면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을 평면 위에 푸른색 환.
영이나 망각을 재현하는 회화로 혹은 평면 위에 시각적인 무엇인가를 남기거나 물감과 붓질
을 통해 표면의 질을 만드는 단순한 물성탐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의 선택과.
방법에는 전통재료와 수법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역으로 전통이 간과했던 미시적이고 부,



차적인 영역과 의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 가능성을 새롭게 발췌하는 최근 현대도예의
강한 의지와 방법이 강하게 읽힌다 단순히 옛 것에 대한 감성주의적 경외나 감각에 의지하.
여 단지 전통의 재료와 수법 형식만을 가져오는 기표적 예술은 너무나 위태롭다 끊임없이, .
도자의 근본과 방법을 의문하고 그로인해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 여기에 우.
리 사회가 해결하고 공유해야할 의미를 소신 있게 발언하는 푸른 그림여야만 의미롭다 그.
런 의미에서 김정범이 그려낸 청화는 오늘날 현대도예가 재현해야할 담론 이미지를 무엇이,
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매우 도전적인 이미지다.


